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 예절.  

일반 

1.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2. 시합이나 연습 전후에 항상 인사로서 예의를 갖춘다.  

3. 경기중인 코트의 근처에 서 있을 때는 조용하게 말한다.  

4. 포인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코트의 뒤로 결코 걸어가지 않는다. 포인트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능한 빨리 지나간다.  

5. 게임 중에 있는 코트 주변을 통행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6. 자신이 예약한 코트를 다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의 경기를 끝날때까지 방해하지 

않는다.  

7. 시합할 준비가 되었을때, 라켓커버, 볼 통, 잠바 등등을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치운다.  

8. 옆 코트에 볼을 돌려줄때, 코트의 뒤로 볼을 굴려보낸다. 경기가 진행중일때는 볼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9. 플레이에서는 상대편의 에러에 박수/땡큐라고 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이므로 삼가한다. 

10. 게임 중에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11. 게임 중 너무 과도한 미안함의 표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2. 랠리 중에 부득이하게 코트를 지나갈 경우, 베이스라인 뒤로 최대한 멀리 빠르게 지나간다. 

플레이에 방해가 된다. 랠리가 끝나더라도 코트를 가로지르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  

13. 게임이 끝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14. 코트 체인지 때나 게임이 끝난 후 네트를 넘어 가거나 누르지 않는다.  

 

복장 

15. 테니스의 기본복장을 갖추고 코트에 나온다. 

16. 담배를 물거나 껌을 씹으면서 코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17. 덥다고 상의를 벗거나 걷어올려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테니스는 젠틀맨 운동임을 

명심한다. 

관중 

18. 관중은 아웃이나 폴트 등 자기마음대로 콜하지 말라.  

19. 시합 중 관중이나 선수는 서브하는 선수 또는 리시브하는 선수에게 소리를 내어 방해해서는 

안된다. 

 

서브/리시브 

20. 상대의 리시브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서브를 넣어라.  



21. 리시버는 폴트된 볼을 처리할 때 네트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서버에게 볼을 건네줄 때는 받기 좋게 보내라.  

23. 서버는 각 게임이 시작할 때와 각 게임의 포인트가 시작될 때 점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24. 만약 리시버가 서버가 말한 점수를 들을수 없었다면, 리시버는 서버에게 크게 말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볼 

25. 볼을 손이나, 주머니 또는 볼 끼우개(ball clip)에 갖고 있거나 또는 센터마크 바로 뒤 펜스에 

위치시킨다.  

26. 서버가 볼을 한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게 볼을 보낸다. 상급자들은 볼을 한번 바운드시켜서 

서버에게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급자는 느린 속도로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 볼을 두번 

바운드 시킨다.  

27. 고의적으로 볼을 서버쪽으로 세게쳐서 결국 담장에서 볼을 줍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볼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맞칠 가능성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은 또한 볼을 

펜스에 맞추거나 너무 멀리 굴려서는 안된다.  

28. 볼을 한 두 바운드된후에 잡을수 있게 보낼수 있는 볼을 서버가 땅바닥에서 볼을 줍게 만드는 

것은 실례가 된다.  

29. 랠리가 끝난 후 서버에게 공을 건네줄 때는 서버에서 먼 사람부터 건네준다. 리시버 후위, 

전위, 서버 전위의 순으로.  

30. 공을 건네줄 때는 먼저 건네받은 공을 다 받고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건네준다. 

공이 두개 같이 몰려와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1. 스매시하듯이 공을 주지 않는다. 공이 1-2 바운드 되게해서 보낸다. 

32. 첫 서브가 폴트일 경우 그 공을 네트근처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설프게 보내서 공이 

네트를 맞고 코트안으로 굴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공을 밟을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공이 자신의 코트안에 있던 공에 맞은 경우 상대방의 득점이 

인정된다.  

 

판정 

33. 애매한 볼 판정이 있어 시비가 붙는 경우,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생각한다. 

34. 셀프저지에서 볼판정은 양심에 맡기며, 항상 상대방의 라인 콜을 존중한다.  

35. 셀프저지에서 볼판정은 볼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의 플레이어 

콜판단에 맡긴다. 

36.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의 샷이 인인지 아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샷은 인이 된다.  



37. 상대방이 분명하게 폴트라고 본 첫 서브를 리서버인 여러분이 리턴했다면, 상대편은 

여러분이 왜 아웃이라고 콜 안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리시버가 빠른 서브를 구별하는 것은 

자주 어렵다, 여러분의 불확실한 콜의 이득은 서버에게 주어진다(-폴트 콜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서브는 들어온 것으로 간주되어 포인트는 진행되어진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아웃 불을 쳐서 상대방을 혼란시켰다면, 포인트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  

38. 복식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보지못했거나 파트너가 볼 착지점을 볼수 없었다면, 여러분은 

멀리 있는 사이드라인 근처에 떨어진 볼은 콜을 하지 말아야 한다.  

39. 만약 여러분이 리시버이고, 여러분의 파트너는 포인트가 시작할때 서비스 라인 위나 근처에 

있으면, 파트너는 서브가 인인지 또는 아웃인지를 가장 잘 볼수 있다. 만약 파트너가 아웃 

콜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콜을 할수 있지만, 항상 파트너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40. 일반적으로 여러분 파트너의 콜을 따라야 한다. 

41. 상대와 의견차이가 생기면, 레트를 제안한다. 다시 말하자면, 두번째 서브일지라도 포인트를 

다시 시작한다. 

42. 아웃은 콜을 하여 상대방이 콜을 듣게 한다. 만약 볼이 인이라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한다.  

43. 복식에서 자산의 코트에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콜 하는 것은 방해가 아니다. 볼이 내 코트에 

있을 때는 그렇다. 그러나 볼이 상대편 코트에 있는데 상대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것은 고의적인 방해로 판단 될 수 있다. 상대편 코트에 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너 

44. 경기가 잘 안 풀리더라도 자신에게 욕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듣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파트너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한 것으로 돌려라. 

46. 복식은 혼자 만의 게임이 아님을 명심한다. 혼자만의 게임을 원한다면 단식을 하면된다. 

47. 파트너를 꾸짖지 말고, 용기를 붇돋아 준다.  

48. 파트너의 실수를 나무라기 보다는 항상 잘한 부분을 칭찬한다. 

49. 플레이 중 파트너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50.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풋폴트 

51. 동호인들 중 과반수가 풋폴트를 저지르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뭐 

별거 아닌 동네테니스에서 이런 것까지 따지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작은 규칙도 잘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