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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킥

착수(학급 전체, 5분)
 ∙ 축구 경기의 페널티킥에 대해 간략히 토의를 진행하세요.
 ∙ 학생들의 생각을 촉발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 축구 선수들이 여러 방향으로 공을 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공을 차는 
발의 각도에 따라 공이 움직일 방향이 결정되어요.)

 ∙ 학생들에게 조립 과제를 시작하게 하세요.

탐구(개인별 과제, 20분)
 ∙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기계 발, 골키퍼, 골대를 조립하게 하세요.
 ∙ 학생용 워크시트에 조립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조립 가이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학생들에게 학생용 워크시트에 실린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을 발휘해보게 하세요.

설명(학급 전체, 10분)
 ∙ 학생들에게 신발의 모양이 어떻게 페널티킥의 각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 평평한 신발을 쐐기 모양의 신발로 바꾸자 공차기 메커니즘이 공을 옆 방향으로 
보내기 시작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쐐기 모양 신발의 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신발이 공과 충돌할 때, 힘[즉, 수직항력]이 항상 표면에 대해 수직[즉, 직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다듬기(개인별 과제, 10분)
 ∙ 학생들에게 공과 부딪히는 표면의 형상이 킥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짧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 파일을 만들게 하세요.

평가(개인별 과제)
 ∙ 학생들에게 경사면/쐐기 모양의 예를 들어보고, 그것이 물체의 이동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 

경사면/쐐기의 모양이 어떻게 페널티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업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물체가 일으키는 

힘의 벡터와 그로 인한 움직임이 어떻게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방향을 바꾸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LEGO, the LEGO logo and the Minifigure are trademarks of the LEGO Group. ©2021 The LEGO Group. 20201013V1.



학생용 워크시트2000470

페널티킥

골키퍼를 제칠 수 있을까요?

조립:

 골대와 골키퍼

 직진 슛을 위해 평평한 신발을 신은 축구 선수

 옆으로 비껴나가는 슛을 위해 쐐기 모양의 
신발을 신은 축구 선수

 위치 표식 2개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골키퍼를 골대 앞에 세우고, 직진용 신발을 이용해 공을 차서 득점을 
시도해보세요.

 쐐기 모양의 신발로 바꾸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위치 표식을 이용해 축구 선수와 골대의 위치를 표시하세요. 

 2가지 신발의 주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골키퍼를 제치기 위해 어떤 
변수(들)를 변경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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