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종목별 경기 요강

초등 온라인 1

줄넘기 2단(개인)

1. 참가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누구나 가능
2. 참가인원: 1명
3. 경기시간: 1분
4. 경기방법
가. 각 가정 놀이터 및 학교 운동장 등 자유롭게 2단 뛰기를 한다.
나. 제한된 시간(1분) 안에 걸리지 않고 학년별 참가 자격을 통과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다.
1) 1-2학년 : 5개
2) 3-4학년 : 15개
3) 5-6학년 : 25개
다. 학년 별로 제한된 시간(1분) 안에 걸리지 않고 2단 뛰기를 가장 많이 한 학생을
최고기록자로 한다.
라. 2단 뛰기를 하면서 본인 외 타인이 카운트를 외쳐야 한다.
마.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5.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anchaeweon@korea.kr로 제출한다.
6. 규칙설명 : 영상 참조
7. 시상계획 : 우수상 및 참가상(기록 상위 기준 내 도달자만 지급)

초등 온라인 2

줄넘기 8자 마라톤(단체)

1. 참가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누구나 가능
※ 개인 당 1개 팀으로만 참가 가능(중복참가 불가)
2. 참가인원: 12명(2명이 줄을 돌리고 10명이 들어간다.)
3. 경기시간: 1분
4. 경기방법 (12명/8자로 연속 넘기/걸리는 횟수 불포함)
가. 12명이 한 조가 되어 2명이 줄을 돌리고 한 사람씩 연속으로 들어가 줄을 뛰어넘고 나온다.
나. 줄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웅 돌리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 줄의 길이는 4.2m로 제한하고 줄의 중간을 잡거나 감아 잡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 줄이 발에 걸려도 연속해서 넘을 수는 있으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 제한된 시간(1분) 안에 학년별 참가 자격을 통과한 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1) 1-2학년 : 30개
2) 3-4학년 : 40개
3) 5-6학년 : 50개
바. 학년군 별로 제한된 시간(1분) 안에 줄을 가장 많이 뛰어넘은 단체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사. 8자 마라톤을 하면서 지도교사가 카운트를 외쳐야 한다.
(지도교사는 담임 또는 학년 협의)
아.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5.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anchaeweon@korea.kr로 제출한다.
6. 규칙설명 : 영상 참조
7. 시상계획 : 우수상 및 참가상(기록 상위 기준 내 도달팀만 지급)

초등 온라인 3

티슈 저글링(개인)

1. 참가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2학년 학생 누구나 가능
2. 참가인원: 1명
3. 경기 안내
가. 각 가정 놀이터 및 학교 운동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장소
나. 제한된 시간(1분) 안에 걸리지 않고 최소 참가 자격을 통과 한 학생만 참여가 가능
※ 최소 참가 자격 1분 동안 7회
다. 도전을 시작할 때 “도전”이라는 말을 외쳐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라. 위 내용이 들어가도록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4. 경기 방법: 박수 10번치고 티슈 잡기
가. 티슈를 한 장을 반으로 갈라서 준비한다.
나. 티슈를 얼굴 위에 올리고 바람으로 불어서 올린 후, 박수를 10번 치고 티슈를 잡는
다. (1회 성공)
다. 티슈를 바닥에 떨어트리지 않고 잡은 경우 1회로 계산하여 1분 동안 많은 횟수를 성
공시키는 학생을 최고기록자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라. 횟수 제외
① 티슈를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경우
② 박수를 10번 미만으로 친 경우(심판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제외)
③ 화면 안에서 티슈가 사라지는 경우(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영상을 촬영)
④ 화면에서 티슈가 사라지는 모든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일부분이 걸려 있어도 안되고
티슈 전체가 화면에 잡혀야함)
5. 실격 사유
가. 영상 속 도전 장면에서 티슈가 다른 물체에 부딪치거나, 도전하는 학생이 물체에 부
딪쳐서 다치는 경우(안전에 유의)
나. 영상을 편집한 경우(시간 단축을 위해 고의로 영상을 잘라서 붙이거나 재생속도를 높인 경우 등)
다. 다른 사람이 도전한 경우(참가자 인적사항과 다른 사람이 도전한 경우)
6.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psh0080@korea.kr로 제출한다.
7. 시상계획 : 우수상 및 참가상(기록 상위 기준 내 도달자만 지급)

초등 온라인 4

핸드 워킹(개인)

1. 참가 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는 3~6학년 학생 누구나 가능
2. 참가 인원: 1명
3. 경기 시간: 1분
4. 경기 안내
가. 각 가정 등 안전이 확보된 장소
나. 제한된 시간(1분) 안에 핸드워킹을 가장 많이 한 학생을 최고 기록자로 한다.
다. 최소 참가 횟수는 핸드워킹 15회로 한다.
라. 시작할 때 “도전”이라는 말을 외쳐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마. 핸드워킹을 하면서 본인이 카운트를 외쳐야 한다.
바. 위 내용이 들어가며 내 몸 전체가 나올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5. 경기 방법:
가. 시작할 때 차렷 상태로 서 있는다.
나. 시작과 함께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바닥에 손을 짚는다, 다리는 고정한 채 두 손을 이용하
여 걷는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일어선다. (1회 성공)
다. 횟수 제외: 두 손으로 걸어 갈 때 조금만 갔다가 돌아온 경우 횟수에서 제한다.
(몸을 가로로 곧게 편 상태까지 만들 것)
라. 횟수 인정 1회: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경우 1회로 인정한다.
마. 횟수 인정 2회: 무릎을 곧게 펴고 몸도 곧게 펴는 경우 1회를 가산하여 2회로 인정한다.
6.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tjdqls7@naver.com으로 제출한다.
7. 규칙설명 : 영상 참조
8. 시상계획 : 우수상 및 참가상(기록 상위 기준 내 도달자만 지급)

초등 온라인 5

스피드 스택스(3-6-3, 개인)

1. 참가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누구나 가능
2. 참가인원: 1명
3. 경기시간: 5초 이내
4. 경기방법
가. 각 가정에서 아래 규칙 영상을 참고하여 3-6-3 스태킹을 자유롭게 연습한다.
나. 3-6-3 스태킹 활동 모습과 스피드스택스 앱(예: Finger Timer)이나 초시계로
측정한 기록이 함께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다.
라. 위 내용을 참고하여 5초 이내의 기록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5.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hwh80@korea.kr로 제출한다.
6. 규칙설명 : 영상 참조
7. 시상계획 : 우수상 및 참가상(기록 상위 기준 내 도달자만 지급)

초등 온라인 6

프리스타일

1. 참가자격: 2022학년도 현재 화성오산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누구나 가능
2. 참가인원: 1명
3. 경기시간: 1분 이내(영상 250MB 이하)
4. 경기방법
가. 자신이 평소 즐겨하거나 특색있는 나만의 운동을 촬영하여 참여할 수 있음
나. 종목의 제한은 없으나, 부상의 위험이 큰 동작이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에 주의하고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다. 복장: 운동복 권장함.
라. 예시: 각종 드리블 및 리프트 영상, 농구 3점슛 연속 성공 영상, 홈트레이닝(스쿼트, 푸
쉬업, 요가 등) 영상, 댄스 및 무용 영상, 탁구공을 종이컵 넣기 영상 등 특색있거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즐겨하는 운동 영상
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다.
5.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영상의 크기가 250메가 이상일 경우 jjangjje@korea.kr로 제출한다.
6. 규칙설명 : 영상 참조
7. 선정기준: 참가상(지속적인 도전과 노력, 종목의 참신성 및 특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