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대항전은 축구, 국내 스포츠는 야구라는 말이 있다. 월드컵과 같은 축구 국가 대항전은 어쩌다 한 번 열

리지만, 프로 야구는 봄부터 가을까지, 1주일에 6일이나 열린다. 과거 메이저리그 팀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

는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게 낯선 스포츠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 긴 경기 시간, 다양한 불문율 때문이다. 이 책은 야구에 왜 이런 고

정관념이 왜 생겨났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야구의 종주국을 둘러싼 영국과 미국의 흥미로운 기 싸움,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우뚝 선 한국 야구의 비결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직업으로서의 야구 선

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 준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한국 야구가 고쳐 나가야 할 점들을 숙고하며 

앞으로 야구가 국민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치고, 던지고, 달리는 
야구의 모든 것

김성호 글 | 박재현 그림 | 119쪽

 6학년 1학기 사회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6학년 2학기 사회  2.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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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자신들이 야구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역사적으로 인류는 야구와 비슷한 전통 스포츠들을 즐겼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왜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코퍼스 타운에 있는 명예의 전당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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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오랫동안 야구의 종주국은 미국으로 알려졌다.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명예의 전당과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메이저리그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이 자신들이 야구

의 진짜 종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구 종주국 논쟁에 불이 붙었다. 최종 승자는 영국이었

다. 미국 측의 주장에는 의심스러운 데가 많은 반면, 야구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뒷받침 하

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여전히 비인기 스포츠다. 반면 역사적으로 미

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에서 야구의 인기는 높다. 영국에서 야구

가 시작되었지만, 그 야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것은 미국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야구의 진정

한 종주국은 미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 독전 활동 )

친구들과 숫자야구를 해 보자!  

 친구들끼리 편을 둘로 나누어 공격 팀, 수비 팀을 정한다. 

 수비 팀은 종이에 세 자리 숫자를 적고 (예: 123, 456, 789) 공격 팀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 네 자

리 숫자여도 상관없다.  

 공격 팀은 수비 팀이 쓴 세 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해 먼저 아무렇게나 숫자를 불러본다.(예 395, 

902, 564)

 수비 팀은 공격 팀이 부른 세 자리 숫자와 자신들이 쓴 세 자리 숫자를 맞춰 본 후 그 결과를 공

격 팀에게 알려 준다. 자세한 규칙은 아래와 같다.

[세부 규칙]

공격 팀이 부른 숫자 중 하나는 맞는데 자릿수는 틀릴 때 볼(Ball)이 되고, (예: 수비 팀이 123을 썼는데, 공격 팀이 

345라고 부르면 숫자 ‘3’은 123에 들어가지만 자리수가 틀리므로 볼이 된다. 이 경우, 수비 팀은 공격 팀에게 ‘1B’

(원 볼)이라고 일러 준다.  만일, 공격 팀이 315라고 부르면, 2B(투 볼)이 된다. 

공격 팀이 부른 숫자가 자릿수와 일치하면 스트라이크가 된다. (예: 수비 팀이 123이라고 썼을 때, 공격 팀이 부른 

숫자가 723이면, 2와 3은 자리수가 일치하므로 스트라이크 두 개(2S)가 된다. 만일 132라고 공격 팀이 부르면, 이

때는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 된다. (1S 2B) 

공격 팀은 세 번 만에 이 숫자를 맞춰야 한다. 세 번 만에 숫자를 맞히

면 점수 1점을 획득하고 다시 공격을 계속한다. 만일 세 번 만에 맞히

지 못하면 아웃(out)카운트 하나를 먹는다. 공격 팀은 아웃카운트 셋

을 먹을 때까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아웃카운트 세 개까지 당하면 수

비 팀과 공수교대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한 번씩 해서 더 많은 득점

을 한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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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아이들이 책을 다 읽었으면,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래의 질문들 중 몇 개를 골라서 

아이들이 대답하게 하거나 서로 토론하게 한다.

 야구에는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소소한 불문율이 많다. 야구에서 불문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오랫동안 야구의 종주국은 미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구의 종주국이 영국이라는 주

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구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

자. 

 야구에서는 시합 중에 벤치클리어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선수와 

감독 코치까지 예외 없이 운동장으로 몰려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매년 초여름이 되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고 방송국에서는 생중계까지 해 준다. 신인 

드래프트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프로 야구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첫 승을 한 투수는 그 투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공을, 첫 안타

를 때린 선수에게는 그 공을 직접 그 당사자에게 건네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야구 선수들 중에는 법으로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있다. 적발된 선수들에게는 엄한 처

벌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야구가 인기를 얻을 수록, 야구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 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011년 사망한 최동원은 뛰어난 야구 선수였다. 그는 선수 시절 선수협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가 실패해서 쫓기듯 다른 팀으로 가야 했다. 최동원이 선수협회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

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