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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프로가 알려주는 전략과 전술, 

나도 한번 해볼까?
두 선수(단식) 또는 네 선수(복식)가 네트를 사

이에 두고 공을 넘기는 테니스는 얼핏 보면 단

순해 보인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8.23m, 사이

드라인 23.77m의 직사각형(단식 기준) 안에는 

‘톱스핀 또는 슬라이스를 칠 것인가?’ ‘공을 베

이스라인 깊숙이 보낼 것인가?’ ‘다운더라인 또

는 크로스로 칠 것인가?’ 등 다양한 전략과 전

술이 존재한다. 성공적인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는 공의 깊이, 공의 구질, 스트로크 또는 네트 

플레이, 코스 선택 등이 핵심이다. 톱 플레이어

의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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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보] 2018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 7월 8일

선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vs 케빈 앤더슨(남아공)

이날 경기에서 조코비치는 앤더슨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

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트로크 대

결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조코비치는 발이 느린 앤더

슨을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같은 지역으로 공을 연속 두 

번 보내지 않았다. 이는 조코비치가 자신의 서비스게임에

서 앤더슨을 많이 뛰게 만들어 다음 게임에서 앤더슨이 

지쳐 첫 서브 성공률을 떨어뜨리려는 전략도 숨겨져 있다. 

앤더슨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코비치의 

공이 낮고 빨라 슬라이스로 리턴했다. 조코비치

의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앤

더슨이 크로스로 칠 것을 미리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앤더슨의 공이 가운데로 오면 돌아

서서 포핸드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수들

은 상대가 공을 칠 때쯤 공의 방향을 파악한다. 

앤더슨이 크로스로 쳤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조코비치에게 기회가 왔을 것이고 다운더라인

으로 쳤다면 조코비치는 역동작에 걸려 수비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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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가 베이스라인에서 두 걸음 정도 뒤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앤더슨의 

슬라이스가 깊숙이 떨어져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을 보면 

앤더슨의 포핸드 쪽에 공간이 비어있지만 길게 온 공을 백핸드 다운더라인을 

치기는 매우 힘들다. 이럴 때는 슬라이스로 낮게 공을 보내는 것이 좋다. 앤

더슨은 자신의 슬라이스가 깊숙이 간 것을 알고 가운데로 짧게 올 것을 대비

해 돌아서서 포핸드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코비치의 공이 길게 떨어지지 않아 앤더슨이 바운드가 낮게 깔리는 잔디

코트의 특성을 이용해 슬라이스 크로스로 어프로치샷을 구사해 네트 대시

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어프로치는 앤더슨에게 성급한 판단이었다. 조

코비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조코비치의 무게 중심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

아 크로스 어프로치샷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 

다리가 느린 것도 있지만 앤더슨은 페더러처럼 서브 앤 발리 또는 네트 플레이를 능

숙하게 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것

이다. 앤더슨은 조코비치를 코트 밖으로 더 밀어내고 어프로치샷을 구사했어야 했다. 

반면, 조코비치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앤더슨의 오른쪽을 잘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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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의 오른쪽 어깨와 발이 닫힌 것을 봤을 때 

그는 네트 대시가 늦어 공간이 많이 빈 앤더슨의 오

른쪽으로 치려고 미리 정한 것 같다. 양 끝 네트가 가운데보

다 높아 다운더라인을 치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을 수 있지

만 세계 최고의 백핸드를 자랑하는 조코비치에게는 그리 어

렵지 않았을 것이다. 

패싱샷에 자신이 없거나 앞서 패싱샷이 상대에게 

막혔을 때는 B의 방향도 나쁘지 않다. 상대의 몸쪽

으로 강타를 날리면 상대는 공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것이고 이 기회를 노리면 된다. 상대가 첫 발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 

C코스로 치려면 공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냥 보냈

으면 긴 팔을 이용한 앤더슨의 발리에 걸릴 가능성

이 높다. 하지만 짧고 코트 밖으로 크게 빠지는 앵글샷

을 치면 앤더슨이 밸런스가 무너진 채 하프발리로 공을 넘

길 수밖에 없고 몸도 코트 밖으로 벗어나 조코비치로서는 

다음 공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정현(한국체대)이 이러한 

플레이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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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중 당신의 선택은?
조코비치가 테이크백 할 때까지도 앤더슨은 네트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결국 조코비치에게 유리

한 상황이 됐다. 이때 조코비치의 선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