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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00 이 WPIH 규칙집은 장애인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한 경기 규칙을 담고 있다.

a) 이 WPIH 규칙집에 있는 규칙은 모든 인증대회의 필수요건이다.

b) 인증 대회의 모든 참가자 (선수, 선수 보조원,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통역, 팀 스태프, 의료 

또는 의료보조인 포함)는 참가의 조건으로 이 WPIH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c) IPC 핸드북은 장애인 아이스하키 종목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d) 이 WPIH 규칙집 또는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IPC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e) 이 WPIH 규칙집은 2018년 10월 10일부로 유효하다.

f) WPIH는 WPIH 규칙집을 때때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WPIH가 정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g) 이 WPIH 규칙집에 사용된 대문자로 된 용어는 규정내에 의미가 있다. 

h) 이 WPIH 규칙집은 IPC의 판권소유이며 NPC, NF, 선수, 심판, 그리고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관

련된 사람들을 위해 발행되었다. 이 WPIH 규칙집 또는 일부는 규칙집 번역본의 소유가 IPC라는 

조건으로 정당한 필요에 의해 기관에 의해 재인쇄 및 번역될 수 있다. 기관은 반드시 IPC에게 규

칙집의 재인쇄, 번역 또는 발행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I) WPIH 규칙집의 영문버전이 최종버전이다. 

j) 이 규정의 위반은 온 아이스 심판에 의해서 경기 중에 다뤄질 것이다. 더 심각한 위반은 경기 

후 WPIH 규칙집, WPIH 규정집 또는 관련 있는 IPC 규정 및 규칙과 일치하는 적절한 권위자에 

의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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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장 세부 사항

200 경기장의 정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는 빙상장으로 알려진 하얀 얼음 표면 위에서 경기하게 된다. 

(그림2)

201 빙상장의 면적

최대 크기: 세로 61m X 가로 30m

최소 크기: 세로 56m X 가로 26m

코너(구석)는 반경이 7~8.5m인 원호(반원)으로 둘러진다.

202 보드(판자)

빙상장는 흰색 보드(판)로 알려진 나무 또는 플라스틱 벽에 의해서 둘러진다.

그것은 얼음 표면 높이 위에 위치되며 높이가 107cm 여야 한다.

보드(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어야한다: 얼음 쪽을 향하는 표면은 부드럽고 

선수에게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방해물이 없어야하며 보드(판)를 제자리에 고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호용 차폐와 장비는 경기장 반대쪽에 설치되어야한다.

패널(판) 사이의 공간은 최소 3mm가 되어야한다.

203 킥 플레이트(발판)

보드(판)의 아래쪽 노란색에 ‘킥 플레이트’가 15~25cm 높이로 고정된다.

204 벤치(석)

팀 벤치(팀석)와 페널티 박스(페널티석)의 전면에 반드시 플렉시 유리가 있어야한다; 팀 

벤치(팀석)는 얼음판과 동일한 높이에 2개의 문이 있어야한다. 이로써 운영요원에 의한 

도움 또는 팀 관계자의 들어올림 없이 선수의 출입이 가능하다. 페널티 박스(페널티석)

은 또한 동일한 높이가 되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얼음판 외 구역 안의 표면

은 슬레지(썰매) 날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플라스틱 얼음 또는 다른 재료로 덮여져야한

다. 돌출된 구조적 지지대는 손상과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덮이거나 

보호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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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플렉시 유리 보드, 문에 있는 킥 플레이트 높이와 문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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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링크

개정

그림2 아이스링크.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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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문

a) 얼음판으로 연결되는 모든 문은 반드시 얼음판에서 반대 방향으로 열려야한다.

b) 문과 보드(판) 사이에 공간은 최소 5mm가 되어야한다.

206 보호 유리

a) 보드(판) 위에 위치된 보호 유리는 엔드 존 쪽이 160~200cm 되어야하며 팀 벤치(팀

석) 앞을 제외하고, 골라인에서 뉴트럴 존(중립 지역)으로 4m 연장되어야하고, 측면을 

따라서 80cm보다 낮지 않게 되어야한다.

b) 유리 패널(판) 사이에 공간은 최소 5mm가 되어야한다.

c) 보호 유리의 장애물 경우에는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패딩이 있어야한

다. 

d) 보호 유리에 구멍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보드(판)에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킥 플

레이트에 선이 최소한 표시되어야한다. 선 폭 전체는 퍽이 있는 구역의 일부로 간주된

다.

개정

그림3. 보호유리 치수.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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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엔드 존 네트(망)

보호 네트(망)은 엔드 존 보드(판)와 보호 유리 위에 반드시 걸려야한다.

208 얼음판 구분 및 표시

얼음판 표면은 얼음판 위에 표시된 5개의 선에 의해서 각 길이로 나눠지고 선은 빙상

장을 완전히 가로 질러 뻗어 보드(판)의 측면에 수직으로 이어진다. (그림4) 

209 골라인(골선)

골라인으로 알려진 선은 빨간색으로 5cm 폭으로, 빙상장 각 엔드로부터 4m에 표시되

어야한다.

210 블루라인(파란선)                                                           개정

블루라인은 반드시 각 링크 끝에 있는 보드 끝의 중간 섹션과 플랫으로부터 22.86미터

(75‘)어야 한다. 

이 선들은 3개의 존(지역)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한 팀에 대해서, 그들의 골대가 위치해 있는 존(지역): 디펜딩 존(수비 지역)

중앙 존(지역): 뉴트럴 존

가장 먼 존(지역): 공격 지역

개정

  그림4. 경기장 분배.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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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센터라인(중앙선)

센터라인(중앙선)이라고 알려진 선은 빙상장 중앙에 위치해야한다. 이는 30cm 폭과 빨

간색이다.

212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모든 자리 및 원은 경기 초반, 각 피리어드 초반과 각 경기 중단 후 심판에 의해서 명

령된 것같이 페이스오프를 위해 선수를 위치시키고자 얼음판 표면에 표시된다.

213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파란색 원형 자리는, 직경이 30cm, 빙상장 중앙에 정확하게 표시되어야한다. 중앙으로

서 이 자리에, 반경이 4.5m인 원이 파란색 5cm 폭 선과 함께 표시되어야한다. (그림5)

214 뉴트럴 존(중립 지역) 내 페이스오프 자리

직경이 60cm인 2개의 빨간색 자리는 뉴트럴 존(중립 지역) 내에 표시되어야하고, 각 

 그림5. 링크 중앙에 있는 페이스 오프 원 및 자리.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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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인(파란선)에서 1.5m에 다음 페이지에 그려진 것 같이 나타내어야한다.

215 엔드 존(끝 지역)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a)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은 모든 엔드 존(끝 지역)에 표시되어야하고 그려진 것처럼 

각 골대 양편에 나타내야한다. (그림7)

b) 페이스오프 자리는 그려진 것처럼, 직경 60cm에 빨간색이다.

c) 엔드 존(끝 지역) 페이스오프 자리 양 반대쪽은 아래에 그려진 것처럼 2개의 ‘L’이 

표시되어야한다.

d) 원은 페이스오프 자리 중앙에서 반경 4.5m이고 5cm 폭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다.

그림6. 뉴트럴 존 페이스 오프 자리 치수.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그림7 엔드 존 페이스 오프 원.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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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심판 크리스(구역)

심판 크리스(구역)로 알려진 구역은 그림처럼 빨간색 선을 따라 5cm 폭에 반원으로, 

반경 3m로 득점기록석 바로 앞 얼음판에 표시된다.

217 골 크리스(구역)                                                        개정

a) 각 골대 앞 골 크리스 구역은 그림9처럼 빨간색 선을 따라 5cm 폭으로 표시된다.

b) 골 크리스(구역)은 옅은 파란 색으로 칠해진다. 골라인(골선)에서 네트(망) 뒤쪽까지

의 골 안쪽 구역은 흰색이다.

c) 골 크리스(구역)는 외곽선이 3차원 공간이며 아이스에서부터 크로스바의 높이까지의 

마킹을 포함한다.  

d) 골 크리스는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각 골 포스트 밖 골 라인 쪽으로 오른쪽 각도로 

30cm(12“)가 반드시 칠 해져야 하고 센터 아이스를 향해 137cm(4’6”)까지 확장된다. 크

리스의 양쪽으로부터 두 라인의 끝을 연결하는 것처럼 센터 포인트와 골라인의 중앙 

아이스를 사용하여 반경 180cm(6’)인 반원이 반드시 칠해져야 한다. 

 

그림8 심판 크리스 만드는 법.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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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골 프레임(골대), 포스트(기둥) 및 네트(골 망)

a) 골네트(골 망)은 골라인(골선) 중앙에 위치해야한다.

b) 골포스트(기둥)은 얼음판 위 수직으로 1.22m 연장되고 1.83m 떨어져있다(내부 측

정). 관 모양의 강철 프레임으로 형성된 골포스트와 수평 크로스바(가로대)는 5cm의 바

깥지름을 가진 특수한 디자인이고 빨간 색으로 칠해져야한다.

c) 골과 크로스바(가로대)는 네트(골 망)을 지지하는 프레임(골대)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하고 가장 깊은 지점이 1.12m보다 길거나 0.60m보다 짧지 않아야한다. 이것은 빨간 색

으로 칠해지는 기본 프레임(골대)의 바깥 부분을 제외하고, 흰색으로 칠해져야한다.

d) 흰색 나일론 줄의 네트(망)은 퍽이 골 프레임(골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방식으로 골 프레임(골대)의 뒤를 둘러싸기 위해서 늘어뜨려야 되고, 반대로 골네트

(망) 안에 퍽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걸리게 된다.

e) 골포스트(기둥)과 크로스바(가로대)를 제외한 지지대의 안은 흰색 패딩에 의해 감싸

져야 된다. 기본 프레임(골대)의 패딩은 골포스트(기둥)에서부터 10cm보다 짧지 않게 

시작되어야하고 퍽이 완전히 골라인(골선)을 지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

되어야한다.

그림9. 골 크리스 치수.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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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팀 벤치(팀석)

각 빙상장은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골키퍼와 양 팀 관계자의 사용을 위해서만, 2개의 

동일한 벤치(의자)가 제공되어야한다. 팀 벤치(의자)는 빙상장의 같은 쪽에 있어야하고 

얼음판 바로 옆이지만 페널티 박스(반칙석)에 반대이며, 충분한 거리 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서 나눠지고 탈의실 이용이 편리해야한다.

각 팀 벤치는 최소 길이 10m와 최소 너비 1.5m로 센터라인(중앙선)에서 2m에서 시작

해야한다.

각 팀 벤치(팀석)는 썰매를 탄 15명의 선수와 6명의 팀 관계자를 수용해야한다.

각 팀 벤치(팀석)는 반드시 2개의 문이 있어야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뉴트럴 존(중립 

지역)에 있어야한다.

각 팀 벤치(팀석)는 선수와 6명의 팀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의 접근으로부터 반드시 보

호되어야한다.

그림10. 골의 위치.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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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페널티벤치(페널티석)

각 빙상장은 각각 최소 4명의 선수를 위한 페널티벤치(페널티석)이라고 알려진 2개의 

좌석이 제공되어야한다. 좌석은 득점기록석 양쪽, 팀 벤치(팀석)에 반대에 위치해야하고 

최소 길이 4m와 최소 너비 1.5m가 되어야한다. 페널티벤치(페널티석)에 접근은 반칙이 

부과된 선수와 페널티벤치(페널티석) 심판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제한되어야한다.

221 골심 벤치(골심석)

골심의 활동에 방해주지 않기 위해 적절하게 보호된 케이지(공간)는 골 지역에 보드(판)

와 보호 유리 뒤 빙상장 양 끝에 위치되어야한다.

222 득점기록석

페널티벤치(페널티석) 사이에 6명의 심판을 수용하는 5.5m 길이가 되는 득점기록석이 

위치한다. 

223 사이렌

각 빙상장은 계시원에 의해 사용되는 사이렌 또는 다른 대체 소리 장치를 제공해야 된

다.

224 시계

각 빙상장은 관중, 선수 및 심판에게 다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

시계(전광판)을 보유 한다:

a) 양 팀 이름                                                  개정

b) 정해진 피리어드에 대한 경기 시간, 15.00에서 00.00까지 분과 초 단위로 계산

c) 전체시간에서 0으로 내려가면서 각 팀의 최소 2명의 선수가 수행해야하는 남은 페

널티(반칙) 시간

d) 점수

e) 60초에서 0초까지 내려가는 타임아웃 

f) 15분에서 0분으로 내려가는 휴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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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빨간색과 녹색 등

득점이 될 때 골심에 의해서 불이 켜지는 각 골대 뒤쪽에 빨간색 등과 계시원이 각 피

리어드 종료 시 시계를 멈출 때 전자시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는 녹색 등이 

있어야한다.

a) 빨간색 등은 이런 방식으로 계시 장치에 연결되어야하고, 그래야지 피리어드가 종료

될 때, 골심이 등을 켜는 것이 불가능하다.

b) 피리어드 종료 시, 골심이 빨간색 등을 켤 수 없다는 사실은 골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피리어드가 종료되기 전에 퍽이 골

라인(골선)을 완전히 넘었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c) 녹색 등의 목적은 주심과 라인즈맨이 같은 시선에서 골과 빛을 관찰하고 피리어드

가 정확하게 종료될 때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229 빙상장 조명

모든 빙상장은 특정적이고/각각의 대회를 위해 기술적인 요구조건에 명시된 기준에 따

라서 상당히 밝게 비춰져야한다:

a) 만약 경기를 재개할 정도로 조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심판은 조명 상황을 개선하

는 것에 따라서 남은 경기를 연기하거나 취소, 또는 타임아웃 할 권리를 가진다.

b) 만약 한 팀이 조명의 문제에 의한 큰 규모의 불이익을 얻고, 기술 대표와 상의한 주

심의 의견이, 경기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양 팀은 빙상장의 엔드를 교대하고 빙상장의 

각 엔드에서 동일한 시간을 경기한다.

그림 11. WPIH 대회 및 관장대회를 위해서는 비디오텍스트를 가진 전자 전광판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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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술 대표와 상의한 주심 의견이 조명 문제가 한 팀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

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기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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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 장비, 의복 및 보호구                                    개정

World Para Ice Hockey는 인증 대회 기간 동안 사전 대회 연습을 포함하여 장비가 규

정에 맞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수시로 장비 체크를 시행할 수 있다. 각 인증대회 시

작 전 예정된 장비 체크 동안 모든 장비는 TD 또는 WPIH가 지정한 담당자(예. 장비 

컨트롤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또는 TD/WPIH 지정 담당자에 의해 

마크된 후에 장비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점검이 안 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보호구,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신발은 반드시 아이스하키와 인증된 아이스하키 

제조사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장비가 공식 경기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실히 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IPC 스포츠 장비 정책과 World Para Ice Hockey 유니

폼과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World Para Ice Hockey는 모든 아이스하키 헬

멧, 선수 및 골키퍼를 위한 얼굴 보호 장비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HECC(Hockey 

Equipment Certification Council)을 관장 기구로서 고수한다. 현재 업데이트 된 리스트

를 위하여 HECC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www.hecc.net/.

장비는 부록1에 나타나 있듯이 측정 도구 및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 

선수장비 (이동 장비)

선수 장비는 썰매, 스틱, 픽으로 정의된다. 썰매는 그림 12에 나와 있듯이 프레임, 힐/

다리 지지대, 전방 스키드, 발 보호대, 버킷(썰매 의자), 블레이드 캐리어 그리고 블레이

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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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썰매와 구성요소. 이 그림은 Unique Inventions Inc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300 썰매 프레임(틀)

a) 썰매 프레임(틀)은 다음에 승인된 재료로 제작 된다: 강철, 알루미늄, 티타늄과 마그

네슘. 재료는 반드시 직경이 1.5cm보다 작거나 3cm보다 크면 안 된다.

b) 프레임(틀) 기본 측면 레일은 최소 폭이 15cm(프레임(틀)의 바깥쪽에서부터 측정됨)

이고 최대 폭은 썰매 좌석보다 크면 안 된다. 프레임(틀)의 측면 레일은 날을 수용하는 

좌석 아래에서 차츰 좁아질 수 있다; 좁아짐은 45도(그림13)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 

프레임(틀)은 버킷 뒤로 1cm 이상 돌출되면 안 된다. (그림14)

그림13 썰매 프레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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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날) 캐리어(잡이)는 프레임(틀)의 후면 끝에 부착될 수 있지만, 프레임(틀)은 블

레이드(날) 끝 뒤로 반드시 1cm 돌출되어야한다.

그림14 썰매 프레임은 프레임(틀)은 버킷 뒤로 1cm 이상 돌출되면 안 된다. 

c) 썰매의 전면은 버킷의 가장 넓은 전방 지점에서 프레임(틀) 내부 폭의 최대 반경이 

1/2인 연속적인 굴곡이 있어야한다. (그림15)

그림15. 썰매 전면의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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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레임(틀)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크로스 멤버(최대 2개의 크로스 멤버가 설치 

될 수 있는 양다리 절단 선수의 경우는 제외), 버킷의 전방에 설치된 1개의 풋 레일이 

설치될 수 있다. 크로스 멤버는 사각(최소 1.33cm X 1.33cm 최대 2.66 X 2.66cm) 또는 

원통형(최소 직경이 1.5cm 최대 직경 3cm)일 수 있다. (그림16)  

e) 얼음판에서 프레임의 바닥까지 측정된 기본 프레임의 높이는 최소 8.5cm – 최대 

9.5cm이다.

그림 17 프레임 높이의 최저와 최대길이

f) 버킷은 블레이드(날) 캐리어(날 고정) 위에 놓을 수 있다. 좌석(버킷)은 프레임보다 낮

게 앉을 수 없다. 

g) 모든 썰매의 최소 프레임 길이는 80cm이다. 

h) WPIH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것도 프레임에 부착시킬 수 없다.

I) 썰매의 프레임은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그림16 크로스 멤버의 개수 및 위치

*이 규칙에서 양다리 절단 선수는 WPIH 등급분류 규정 및 규칙에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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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발목 지지대/다리 지지대

각 썰매는 최대 폭이 10cm인 발목 지지대를 가진다. 만약 선수가 외절단이라면, 다리 

지지대라고 불리는 두 번째 지지대는 남은 신체 부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최대 

폭 10cm) (그림 19). 절단 후 남은 어떤 부분도 프레임(틀) 아래에 달릴 수 없다. 아이

스와 발목/다리 지지대 사이는 최소 3cm여야 한다.

그림19 발목/다리 지지대 최대 길이 

302 전방 스키드(활주부)

썰매는 반드시 1개의 전방스키드(활주부)가 있어야한다. 전방 스키드(활주부)는 기본 프

레임(틀)의 전방으로부터 3cm를 넘지 않는 프레임(틀)에 반드시 부착되어야한다. 전방

스키드(활주부)는 프레임(틀)의 중심에 반드시 설치되어야하고 최소 10cm에서 최대 

20cm 뒤쪽으로 확장되어야한다. 프레임(틀) 하부에서 얼음판 사이에 측정되는 반드시 

최소 7cm에서 전방스키드(활주부)는 최대 9.5cm를 넘지 않아야한다.

그림18 썰매의 최소길이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23

a) 전방스키드(활주부)는 기본 프레임(틀)과 같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만

약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원통형이어야 하고 최소 직경 1.5cm에서 최대 

3cm를 넘지 않아야한다.

b) 스키드(활주부)는 나일론/플라스틱 재료로 고안될 수 있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일자

모양이면 안 된다. 속이 찬 형태일 수 있고 폭은 최소 1.5cm에서 최대 3cm를 넘지 않

아야한다.

전방스키드(활주부)는 다음에 스타일로 디자인될 수 없다:

303 발 보호대

발 보호대는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에게 요구된다. 발 보호대의 튜브는 기본 프레

임(틀)처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야하며, 지름은 최소 1.5cm에서 3cm를 넘지 않는 

지름을 가져야한다.

a) 발 보호대는 보호를 위해 제조된 기준 높이인 최소 16cm는 되어야한다. 양절선수를 

위한 발 보호대의 길이는 최소 7.5cm여야 한다. 규칙 304를 참조하십시오.

b) 발 보호대는 기본 프레임(틀) 밖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되고, 선수 발 위로 확장되어

서는 안 된다. 규칙 304를 참조하십시오.

그림20 스키드의 치수 및 스키드의 잘못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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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발 보호대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이 길어야 한다. 양절선수를 위한 발 보호대의 길이는 

최소 7.5cm여야 한다. 

304 발 및 잔여 수족 보호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발과 발목 부위에 대한 보호로서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부

츠를 신어야한다. WPIH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았을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만약 의

료 예외가 주어졌다면 발 보호대는 선수의 발 높이와 같아야하고 딱딱한 보호 껍데기가 

프레임 안에 있어야한다. 의료 예외를 위한 요청은 대회 시작 3달 전 서면으로 WPIH에 

제출해야 한다. 

양절 선수는 반드시 딱딱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305 스케이트 날/날 고정

각 썰매는 최대 2개의 날이 장착되어야한다. 썰매가 두 개의 날로 구성되었다면 날은 

반드시 평행을 이루어야 하고 썰매 버킷 아래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두 날 

사이의 최소 넓이는 없지만 두 날은 버킷 보다 넓게 설치되어야 한다. 날은 반드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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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6cm가 되어야하고 최대 32cm를 넘을 수 없다. 날은 최대 1cm 이상 날 고정 앞 

또는 뒤를 넘어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22를 참고하십시오. 날은 플라스틱으로 만

들어 질 수 없다. (골키퍼 제외)

306 버킷

a) 버킷은 알맞은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고 가장자리가 반드시 날카롭지 않아야한다(다

듬어진 가장자리). 프레임(틀)이 1cm 이상 버킷의 뒤쪽으로 튀어나올 수 없다.

b) 얼음 위로 놓여진 좌석의 최대 높이는 20cm이고, 편편한 바닥에서부터 좌석의 주요 

앉는 자리 아래 쪽 가장 낮은 지점까지 측정된다(아래 도표를 보세요).

c)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 쿠션 또는 부착된 패딩 또는 그것의 결합은 높이가 5cm를 초

그림22 날과 날집

그림23 썰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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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거나 좌석과 겹쳐서는 안 된다.

d) 썰매 후방으로 향하는 좌석 또는 등 지지대를 넘는 외부 돌출부 또는 돌기는 1cm 

이상 초과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e) 스트랩과/또는 접착테이프는 선수 다리, 발목, 무릎과 엉덩이를 썰매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307 하키 스틱(채)

스틱(채)는 나무 또는 카본 섬유와 섬유유리로 구성될 수 있다. 스틱(채)는 돌출부가 없

어야하고 모든 가장자리는 반드시 비스듬하게 되어야한다. 픽과 테이프를 제외하고 어

느 것도 스틱에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색깔의 접착성 있고 무형광인 테이프가 스

틱에 어느 곳이던지 감아질 수 있다. 오직 스틱 둘려진 테이프만이 날을 감싸는 것이 

허용된다. 그 어떤 접착제, 필앤스틱 테이프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틱의 끝은 테이프나 플러그로 마감되어야 한다.
스틱의 치수는  (그림 24)

크기:

Ÿ 최대 길이 – 스틱(채) 머리에서부터 손잡이의 픽(침) 끝까지 100cm

날:

Ÿ 최대 길이 – 날 뒤쪽에서 앞쪽까지 32cm

Ÿ 최대 너비 – 7.5cm

선수의 스틱(채) 날은 휘어질 수 있고 휘어짐은 날 뒤쪽 어떤 점에서 날의 끝까지 그려

진 직선에서 측정된 수직선의 거리가 1.5cm를 초과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한

다. 스틱 날의 힐은 스틱이 수평으로 있고 날이 위쪽으로 향해 있을 때가 포인트이다. 

팀 또는 심판/지정 담당관에 의해 스틱 측정이 이루어지고 두 팀의 선수들의 스틱은 

측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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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의 굽음은 인증된 스틱 게이지 또는 다른 인증 방법으로 측정된다. (부록1 참조)

308 픽

픽(침) 끝 톱날 깊이는 4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픽(침) 끝은 스틱(채) 맨 뒤쪽이나 

손잡이에 반드시 고정되어야하고 날카로운 한 점으로 끝나면 안 되며, 얼음 표면에 손

상을 줄이기 위해서 톱날은 스틱(채) 당 동일한 길이의 6개이다(각 면 최소 3개).

픽(침)에 각 톱날은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찔린 형태의 상처 또는 베이지 않기 위해서 

원뿔 모양이 아니거나 날카로운 바늘 모양 또는 피어싱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픽

(침) 끝은 강철을 포함하는 강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고, 10.2cm를 넘을 수 없다. 픽

(침) 끝은 스틱(채)에 단단한 부분의 끝이 1cm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픽(침) 끝은 비스

듬하게 될 수 있다. 최소 두께 – 3.2cm (그림25)

그림24 스틱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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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헬멧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HECC 승인되고 적절하게 조여지는 뺨 

스트랩을 가진 하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헬멧은 써야하고 그래야 헬멧의 제일 

낮은 가장자리가 눈썹 위로 손가락 하나의 폭을 넘지 않으며, 손가락 하나를 넣기 위해

서 스트랩과 뺨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한다.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HECC 라벨이 

없고 HECC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헬멧은 인증되지 않은 헬멧이다.

311 안면 마스크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HECC에 의해 승인된 안면 마스크를 반

드시 착용해야한다. 안면 마스크는 퍽 또는 스틱(채) 날과 픽(침) 끝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작되어야한다.

색깔 또는 색조가 더해진 안면 마스크는 허가되지 않는다.

312 장갑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손과 손목을 덮는 장갑을 반드시 작용해

야하고, 손바닥 부분은 맨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선수는 

그림25 픽의 치수

선수 보호 장구

선수들을 위한 보호 장구는 정의된다.

헬멧; 페이스마스크; 장갑; 목 보호대; 마우스 가드; 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패드; 그리고  

         어깨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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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선수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313 목 보호대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목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목 

보호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형될 수 없다. 

314 입 보호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가 맞춤형 입 보호 도구 착용이 추천된다.

315 정강이 보호대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가 그들의 장애에 따라 발목과 무릎 사이 

부분을 덮는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316 팔꿈치 보호대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덮는 팔꿈치 보호

대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317 어깨 보호대

경기 및 경기 전 준비 운동 동안, 모든 선수는 어깨 부분과 팔꿈치와 어깨 관절 사이에 

위팔 부분을 덮는 어깨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골키퍼 장비와 보호 장구

골키퍼 장비는 썰매, 스틱, 픽으로 정의된다. 썰매는 프레임, 힐/다리 지지대, 전방 스키

드, 발 보호대, 버킷(썰매 의자), 날캐리어, 날로 구성된다. 

318  골키퍼 썰매

골키퍼의 썰매는 반드시 규칙 300 a-f, 300 h-j, 301, 302, 303, 304, 305, 306, 308에 

부합되어야 한다. 

만약 골키퍼가 다리를 꼬아 앉는다면, 버킷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늘어날 수 있으며 

무릎의 1cm이상 튀어나올 수 없다. 

319 골키퍼 스틱

스틱(채)는 나무 또는 카본 섬유와 섬유유리로 구성될 수 있다. 스틱(채)는 돌출부가 없

어야하고 모든 가장자리는 반드시 비스듬하게 되어야한다. 모든 색깔의 접착성 있고 무

형광인 테이프가 스틱에 어느 곳이던지 감아질 수 있다. 오직 테이프만이 날을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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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허용된다. 스틱의 끝은 검은색 테이프로 감쌀 수 없다. 

크기(그림26):

Ÿ 샤프트(자루)

   - 최대 길이 – 중심선을 따라서 측정된 100cm

   - 최소 너비 – 2cm

   - 최소 두께 – 2.8cm

Ÿ 블레이드(날)

   - 최소 길이 – 30cm

   - 최대 길이 – 힐(뒤꿈치부분)에서 토우(끄트머리)까지 39cm

   - 최대 너비 – 9cm
골키퍼 스틱 블레이드(날)은 휘어져도 되고, 굽음(만곡)은 블레이드(날) 뒤쪽 특정 지점

에서부터 끝까지 그려지는 수직선으로부터 측정되는 수직선 길이가 1.5cm를 넘지 않은 

방법으로 제한된다. 스틱 날의 힐은 스틱이 수평으로 있고 날이 위쪽으로 향해 있을 때

가 포인트이다.

골키퍼 스틱은 블레이드 힐에 추가 픽을 가질 수 있다. 

그림26 골키퍼 스틱

320 골키퍼 보호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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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10, 311, 314, 315, 316, 317이 적용된다. 

321 캐칭 글러브

사전 경기 웜업 및 경기 중에 골키퍼는 반드시 손목과 손을 덮는 캐칭 글러브를 착용

해야 한다. 맨손의 사용의 허용을 위해 손바닥은 제거될 수 없다. 잡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최대 크기는 손목 소맷부리(손목에서 팔에 덮이는 부분)의 어느 곳에서

든 길이가 20.32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너비(높이)는 10.16cm가 되어야한다. 포켓(주

머니)을 따른 힐(뒤꿈치부분)에서 T 트랩(올가미)의 꼭대기까지 길이는 46cm를 넘지 않

아야한다. 글러브 둘레의 길이는 114.3cm를 초과하지 않는다.

픽은 허용되지만 캐칭글러브에 제대로 부착되어야 한다. 픽(침)은 길이가 1cm를 초과

하지 않는다.

그림27 골키퍼 캐칭 글러브

322 블로킹 글러브 

사전 경기 웜업 및 경기 중에 골키퍼는 반드시 손목과 손을 덮는 블로킹 글러브를 착

용해야 한다.  맨손 사용의 허용을 위해 손바닥은 제거될 수 없다.

블로킹 글러브를 형성하는 뒷부분에 부착되는 보호 패딩의 최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한다: (그림 28)

Ÿ 길이 3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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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너비 20.32cm

그림28 골키퍼 블로킹 글러브

블로킹 글러브에 픽은 허용되지 않는다.

323 골키퍼 헬멧 및 안면 마스크 

a) 사전 경기 웜업 및 경기 중에 아이스 위에 있는 모든 골키퍼는 반드시 HECC 인증 

아이스하키 골키퍼 헬멧 또는 HECC 인증 아이스하키 선수 헬멧과 안면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한다. 벤치(의자)에 있는 백업 골키퍼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b) 골키퍼 안면 마스크는 퍽 또는 스틱 블레이드(날) 그리고 픽(침) 끝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작되어야한다. Cat-eye 와이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이고 문화, 인종, 종교와 관련된 그래피티 디자인, 패턴, 삽화, 

그림 또는 슬로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29 골키퍼 헬멧과 안면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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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골키퍼 다리 보호대 또는 패드 

a) 골키퍼는 반드시 다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골키퍼는 아이스하키 정강이 보호대

나 골리 패드를 착용할 수 있다. 하나의 정강이 보호대와 하나의 골리 패드가 다리에 

허용된다. 잔여 수족이 있는 골키퍼는 반드시 잔여 수족을 보호해야 한다. 

b) 골키퍼의 패드 또는 정강이 보호대는 골키퍼의 다리 부분에서 5cm이상 높으면 안 

되며 발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c) 골키퍼 패드 또는 정강이의 넓이는 반드시 28cm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수평으로 

앉은 골키퍼는 프레임보다 5cm가 넘어가는 골키퍼 패드 및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할 

수 없다. 다리를 꼬고 앉은 골키퍼는 프레임보다 5cm 이상 넘어가지 않는 골키퍼 패드 

또는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한다.

d) 스트랩 또는 골키퍼의 패드/정강이 보호대/발/그 어떤 재질도 프레임에서 2.5cm 이

상 달릴 수 없다. 프레임 아래는 퍽이 지나다닐 수 있게 깨끗해야 한다.

e) 썰매 프레임과 아이스 사이를 감싸는 그 어떤 장치 및 판은 허요되지 않는다. 

d) 골키퍼 패드의 최대 길이는 패드의 바닥 중간 지점에서부터 끝 중간 지점까지 

96.52cm이다.

f) 패드 부츠의 최소 길이는 반드시 17.78cm보다 짧으면 안 된다. 부츠는 스케이트 위

를 앉는 패드의 바닥이다. 골키퍼 패널의 부츠 채널은 반드시 평평해야하며 보기에 오

목해야한다. 

g) 플라스틱 퍽 포장지 같은 부착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h) 골키퍼의 패드/정강이 보호대에 퍽의 방향을 바꾸는 솟은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I)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이고 문화, 인종, 종교와 관련된 그래피티 디자인, 패턴, 삽화, 그

림 또는 슬로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패드/정강이보호대는 형광색이어서는 안 된다. 

325 골키퍼 목 보호대

모든 골키퍼는 반드시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목 보호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

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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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 의류 개정

400 유니폼

각 팀의 모든 선수와 골키퍼는 저지, 바지, 양말과 헬멧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입어야 

한다(팀의 나머지와 다른 색의 헬멧을 쓰는 것이 허락되는 골키퍼 제외). 동계 패럴림

픽 대회 때 유니폼은 반드시 IPC 제조사 규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IPC 대회와 

WPIH 인증 대회 때 유니폼은 반드시 World Para Ice Hockey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야 한다. 

인증 대회에 참가하는 각 팀은 밝은 색과 어두운색으로 반드시 두 세트의 저지, 양말을 

소지해야 한다. 두 세트 모두 WPIH에 서면 승인 받아야 한다. 홈팀이 저지 색을 고른

다. 

a) 기본 색은 이름과 번호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장비 각 부분의 80%를 반드시 덮어

야한다.

b) 소매와 양말을 포함해서 저지는 같은 색이 되어야한다.

c) 저지는 입었을 때 어떤 부분도 썰매 프레임(틀)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한다.

그림30 저지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35

d) 각 선수는 저지의 뒷면 중심에 그리고 양 소매 10cm 높이로 크기가 25~30cm인 개

별 번호를 달아야한다. 번호는 1~99까지로 제한된다.

e) 주장은 ‘C’ 문자를 반드시 달아야하고 보조 주장은 대조되는 색깔, 그들의 저지의 전

면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8cm 크기에 ‘A’ 문자를 반드시 달아야한다.

f) 각 선수는 그 스웨터의 뒷면 윗부분 중심에 8cm 크기로 인쇄된, 블록체 로마자로 

이름을 달아야한다.

g)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이고 문화, 인종, 종교와 관련된 그래피티 디자인, 패턴, 삽화, 

그림 또는 슬로건은 유니폼 어느 부분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h)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팀 또는 선수와 골키퍼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I) 만약 주심의 의견으로, 상대 팀의 유니폼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반칙을 잘못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 주심에 의해서 유니폼을 교체하도록 명령된다면, 이는 홈 팀

이 유니폼을 바꿔 입을 책임이 있다.

j) 만약 선수의 머리카락이 길고 스웨터에 이름 또는 번호를 가린다면, 머리카락은 반

드시 포니테일로 묶거나 헬멧 아래로 넣어야한다.

k) 각 팀은 선수의 저지가 착용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체 저지 (밝은색과 어두운

색)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l) 각 경기 전, 팀의 매니저 또는 코치는 심판과 득점 기록원에게 주장과 부주장의 이

름을 포함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제공한다. 모든 선수는 그들의 

밝은색과 어두운색 저지에 같은 번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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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장비

501 퍽

퍽은 경화된 고무로 만들어지며 로고, 상표(트레이드마크)와 광고 위치는 WPIH 규정을 

준수하고 주로 검정색이다.
퍽 크기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직경 – 7.62cm

◾ 두께 – 2.54cm

◾ 무게 – 156 ~ 170gms

그림31 퍽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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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 방식

600 경기 타이밍

정규 경기는 3번의 15분 실제 경기 피리어드와 2번의 15분 휴식으로 구성되어야한다. 

팀은 각 피리어드에 엔드를 변경해야한다.

601 경기와 피리어드 시작

경기와 피리어드는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페이스오프와 함께 시작되어야한다. 팀은 

그들의 팀 벤치에 가장 가까운 골대를 수비하면서 경기를 시작해야한다. 

팀은 이어지는 각 피리어드에 엔드를 변경해야한다(정규 또는 추가시간). 팀은 추가시

간 또는 경기 승부 슛 피리어드 동안 정빙하지 않을 때 엔드를 변경하지 않는다.

a) 경기 시간은 퍽이 페이스오프 순간부터 시작되고 호각이 불릴 때 멈춰진다.

b)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리어드 종료 5분 안에 비일상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면, 주

심은 다음 정규 휴식시간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경기가 재개되면, 남은 

시간에 팀은 휴식 전과 같은 골대를 수비하면서 경기를 진행되고, 그 다음 피리어드부

터는 팀이 엔드를 바꾸고 지연 없는 다음 피리어드를 재개한다.

c) 휴식시간 동안 정빙이 되어야한다.

d) 모든 선수는 정빙을 하는 동안 반드시 얼음판을 떠나야하고 주심에 의해 그렇게 하

도록 명령되기 전까지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e) 만약 팀이 얼음판을 떠날 수 없다면, 심판은 정빙이 되는 동안 휴식을 위해 얼음판 

구역을 각 팀에게 지정해야한다.

602 타임아웃(작전시간)

a) 각 팀은 정규 시간 또는 추가 시간 동안 1분의 타임아웃(작전시간)이 허가된다.

b) 일반적인 경기 중단 동안, 코치에 의해 지정된 선수는 주심에게 타임아웃(작전시간)

을 요청할 수 있다. 주심은 득점기록원에게 작전 시간을 보고해야한다.

c) 페널티가 부과된 선수를 제외한, 양 팀 선수와 골키퍼는 각 팀 벤치로 가도록 허락된

다.

d) 각 팀은 같은 경기 중단 시 각 타임아웃(작전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두 번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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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작전시간)을 가지는 팀은 첫 번째 타임아웃(작전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심에게 알

려야한다.

603 경기 결과 결정

a) 3번의 15분 피리어드 동안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로 선언되어야한다.

b) 만약 경기 종료 시, 양 팀의 득점이 동일하면, 경기는 연장 피리어드 ‘써든 빅토리’

에 따라 연장되어야한다(규칙 604를 참조하세요).

c) 만약 ‘써든 빅토리’ 연장 피리어드에서도 득점이 없으면, ‘패널티 샷 슛아웃’이 적용

되어야한다(규칙 605를 참조하세요).

604 연장 피리어드

만약 예선전에서, 정규 시간 종료 시 경기가 동점인 경우, 3분의 휴식시간 후 즉각적으

로 5분의 추가시간 피리어드가 진행되어야한다. 팀은 세 번째 피리어드와 같은 골대를 

수비한다. 경기는 5분이 만료되거나 득점이 될 때 종료된다; 득점한 팀이 승자로 선언

된다. 만약 추가시간 피리어드 내에 득점이 없다면,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가 적용된다. 

만약 플레이오프 경기, 준결승전 경기 또는 동메달 결정전이 정규 시간 종료 시 동점이

면, 3분의 휴식시간 완료에 이어서 10분의 추가시간 피리어드가 즉시 진행되어야한다. 

팀은 세 번째 피리어드와 같은 골대를 수비한다. 경기는 10분이 만료되거나 득점이 될 

때 종료 된다; 득점한 팀이 승자로 선언된다. 만약 추가시간 피리어드 내에 득점이 없

다면,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가 적용된다.

만약 금메달 결정전이 정규 시간 종료 시 경기가 동점인 경우, 정빙이 이뤄지는 15분

의 휴식이 완료된 후 15분의 추가시간 피리어드가 진행되어야한다. 퍽은 얼음판 중앙

에서 페이스오프된다. 경기는 15분이 만료되거나 득점이 될 때 끝난다; 득점한 팀이 승

자로 선언된다. 만약 추가시간 피리어드 내에 득점이 없다면,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가 

적용된다.

모든 추가시간 피리어드는 각 팀에 4명의 선수(선수)와 1명의 골키퍼 인원수로 진행되

어야한다. 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팀이 추가시간에 페널티를 받는다면, 팀은 4대3 경기를 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페널티는 추가시간에 부과될 때 얼음판 위 인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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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시간에, 만약 팀이 2명 우세(two-man advantage)와 같은 페널티를 받으면, 반

칙을 하지 않는 팀에게 5명(다섯 번째) 선수(선수)가 허락되는 반면에 반칙 팀은 3명의 

선수를 유지한다.

3) 2명 우세(two-man advantage)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후 첫 번째 경기 중단 

시, 팀의 인원수는 4대4 또는 4대3 상황으로 적절하게 돌아간다.

4) 만약 정규시간부터 추가시간까지 이어지는, 인원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상기 기준

은 추가시간 시작 시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만약 정규시간 종료 시점에 팀이 5대4이

면, 추가시간에 4대3으로 시작한다.

5) 얼음판에서 5대3의 인원수로 정규시간이 끝날 때, 팀은 5대3의 인원수로 추가시간

을 시작한다. 페널티가 만료 되면, 연속적인 조치로 인하여, 선수 인원수는 5대5 또는 

5대4가 된다. 이어지는 첫 번째 경기 중단에서, 선수 인원수는 4대4 또는 4대3으로 반

드시 조정되어야한다.

6) 만약 팀이 3대3으로 정규시간을 마칠 경우, 추가시간은 3대3으로 시작한다. 일단 선

수 인원수가 5대4 또는 5대5에 도달하면, 다음 경기 중단 시 선수 인원수는 적절하게 

4대3 또는 4대4로 조정된다. 

7) 만약 팀이 4대4 상태로 정규시간을 종료할 때, 추가시간은 4대4로 시작하고 선수는 

5대4 또는 5대5로 평소같이 페널티박스를 나간다. 첫 번째 경기 중단 시, 팀은 적절하

게 4대3 또는 4대4로 조정된다.

605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                                       개정

만약 추가시간 피리어드에 득점이 없다면, 이어서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가 적용된다. 

이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용될 수 있다:

1) 팀은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를 위해 엔드를 변경하지 않는다. 빙상장의 중간 구역

은 ‘패널티 샷 슛아웃’ 이전에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해 적당히 필요한 시간 동안 정

빙기에 의해 정빙 된다. 홈팀은 처음 또는 마지막에 슛을 할지 선택해야한다.

2) 절차는 각 팀에서 다른 순서로 슛을 하는 3명의 비동일한 선수로 시작한다.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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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호명되어야할 필요가 없다. 아래 조항 3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공식 경기 기

록지(시트)에 작성된 양 팀의 모든 선수는 ‘패널티 샷 슛아웃’에 참여가 가능하다.

3) 모든 선수는 그들이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수행 중이거나 게임 미스컨덕트 또는 매

치 페널티가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에 참여가 가

능하다.

4) 주심은 주심 크리스에 2명의 주장을 부른다. 홈팀은 해당 팀이 슛을 먼저 할지 나중

에 할지 선택권을 가진다.

5) 일단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가 시작하면, 골키퍼는 그/그녀가 부상이지 않는 한 교

체될 수 없다. 교체 골키퍼를 위한 준비운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6) 슛은 규칙 1008에 따라서 실행된다.

7) 양 팀의 선수는 결승골이 득점되기 전까지 교대로 슛을 한다. 남은 슛은 시행되지 

않는다.

8) 만약 각 팀에 의한 3번의 슛 이후 결과가 여전히 동점일 경우, 절차는 동일하거나 

새로운 선수와, 타이-브레이크 슛을 시작하는 상대 팀부터, 각 팀의 1명의 선수에 의한 

타이-브레이크 슛-아웃으로 이어져야한다. 같은 선수는 또한 타이-브레이크 슛-아웃에

서 팀에 따라 각각의 슛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2명의 선수가 끝나자마자 종료되어야한다. 

9) 공식 득점 기록원은 선수, 골키퍼와 득점을 나타내는, 실행된 모든 슛을 기록한다.

10) 오직 결승골만 경기 결과에 인정된다. 득점된 선수와 관련된 골키퍼가 간주된다.

11) 만약 팀이 ‘패널티 샷 슛아웃’ 절차 참여를 거부할 경우, 경기는 해당 팀의 패배로 

선언되고 상대 팀에게 승점 3점이 주어진다. 만약 선수가 슛을 거부한다면, 그의 팀에

게 ‘노 골’로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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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

700 팀 구성 및 선수 유니폼 개정

경기에서, 팀이 한 명이상의 여자 선수를 포함하여 팀이 14명의 선수와 2명의 골키퍼

로 구성되지 않는 한 각 팀은 최대 13명의 선수와 2명의 골키퍼를 구성할 수 있고, 총 

15명의 적격 선수가 지정된 팀 유니폼을 입는다. 경기 진행을 위해 이름, 번호 배정과 

다른 필요한 정보는 World Para Ice Hockey 규정에 따라 경기 전 각 팀에 의해 반드

시 제공되어야한다. 일단 경기가 시작하면, 목록에 변경 또는 추가가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팀은 반드시 벤치 뒤에 적어도 1명의 스태프가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하며 적어도 

1명의 적합한 트레이너 또는 의료 전문가가 선수의 부상을 대비하여 있어야 한다. 

701 팀 주장

각 팀은 반드시 13명의 선수 중 1명의 주장과 2명의 부주장을 선임해야한다. 주장은 

경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칙 해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심판과 논의하는 

특권을 가진다. 주어진 페널티에 대한 항의는 규칙 해석에 관련된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 주장 또는 부주장이 얼음판에 없다면, 심판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는 한 

팀은 그들의 벤치에서 나올 수 없다. 만약 주장과 부주장이 얼음판에 있다면, 주장만이 

심판과 대화하는 특권을 가진다. ‘C’ 또는 ‘A’가 있는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는 심판

과 대화하는 특권이 없다.

702 얼음판 위 선수

팀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얼음판 위에 6명 이상의 선수가 있어서는 안 된

다. 각 팀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얼음판 위에 최대 1명의 골키퍼를 가지도록 허락된

다. 골키퍼는 선수와 교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얼음판 위 선수에게 골키퍼의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6명의 선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골키퍼

오른쪽 수비 선수 왼쪽 수비 선수

오른쪽 윙 공격수 중앙 공격수 왼쪽 윙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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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선수와 골키퍼 교체

a) 선수와 골키퍼는 경기 또는 중단 시간 동안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다.

b) 만약, 교체 도중, 퇴장하는 선수/골키퍼가 실질적으로 얼음판에 위에 있는 상태에, 

얼음판에 들어가는 선수/골키퍼 또는 얼음판을 떠나는 선수/골키퍼가 퍽을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상대 팀 선수/골키퍼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다면, 심판은 다음 반칙이 

주어진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규칙 1063를 참조하세요)

c) 만약, 교체 도중, 퍽이 들어가는 선수/골키퍼 또는 나가는 선수/골키퍼에 우연히 맞

는 경우, 경기는 중단되지 않고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는다.

d)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리어드 종료, 또는 경기 중단 시 모든 선수 또는 골키퍼에게 

준비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e) 규칙 적용 상,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는 라인(조) 변경을 구성해야한다.

704 경기 중 팀 벤치에서 선수와 골키퍼 교체

a) 선수 및 골키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팀 벤치에서 언제라

도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쪽에 그려진 것과 같이, 각 팀 벤치 길이와 보드로부터 3m 이내에 따라 제한된 

구역 내 선수 및 골키퍼 교체

- 교체가 이뤄지기 전 교체하는 선수와 골키퍼는 경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개정 b) 경기 중 선수 교체 동안, 만약 두 팀의 들어오고 떠나는 선수가 3미터(10‘)지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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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이스를 떠나거나 들어오는 선수가 퍽을 경기 시키고 이 경기에 참가하는 상대 

또는 참가자를 쳤을 경우 너무 많은 선수 패널티가 부과된다.

705 경기 중단 동안 선수 교체 절차

a) 경기 중단 이후, 방문 팀은 경기를 위해 얼음판에 선수를 즉각 정렬 시키고 경기가 

재개되기 전까지 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홈팀은 경기를 지연하지 않는 

필요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각 팀에 의해 라인(조) 변경에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면, 주심은 공격 팀 또는 팀에게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조 변경은 허

락되지 않는다.

b)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되어야한다:

1. 주심은 경기 재개를 위해 위치해야하고, 퍽을 떨어뜨리는 라인즈맨은 페이스오프 위

치로 즉각 이동해야한다. 

2. 주심은 방문 팀에게 그들의 선수 교체를 위해 10초를 준다.

3. 10초 후, 주심은 방문 팀에게 더 이상 선수 교체 할 수 없다고 알리기 위해 그의 손

을 올려야한다.

4. 손이 올라간 상태로, 주심은 홈 팀에게 그들의 선수 교체를 위해 10초를 준다.

5. 10초 후, 주심은 홈 팀에게 더 이상 선수 교체 할 수 없다고 알리기 위해 그의 손을 

내려야한다. 

6. 주심이 그의 팔을 내리자마자, 페이스오프를 하는 라인즈맨은 양팀이 페이스오프를 

하기 위한 정렬 시간이 5초 밖에 없다고 신호하고, 호각을 불어야한다. 

7. 만약 5초 종료 또는 이전에 페이스오프 하는 선수가 준비가 되면, 라인즈맨은 퍽을 

떨어뜨려야한다.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위해 자리로 오는 걸 기다리는 건 라인즈맨의 책

임이 아니다.

c) 양 팀의 얼음판 위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주어질 때를 제외하고, 페이스

오프 실패 이후 팀에게 선수 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d) 아이싱 규칙을 위반한 팀은 이어지는 페이스오프 전에 선수 교체가 허락되지 않는

다.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44

아이싱 반칙 이후 경기가 중단되고 광고 휴식 시간이 이어지거나, 공격 팀이 경기 중단 

시 그들의 팀 작전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선수 교체가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팀에 추가 공격수를 위한 교체가 이뤄졌던 골키퍼 교체나, 부상 선수 또는 

골키퍼 교체, 또는 양 팀 얼음판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주어질 때, 선수 교

체는 허락된다.

경기는 얼음판에서 퍽이 공격 선수의 스틱을 떠날 때 시작된다. 

706 페널티벤치에서 선수 교체

페널티 수행 후 교체되어야하는 페널티 수행 중인 선수는 교체가 이뤄지길 전에 즉시 

얼음판을 거쳐 이동하여 그의 팀 벤치에 가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규칙 1054을 참조하세요)

707 경기 중단 중 골키퍼 교체

a) 경기 중단 중, 골키퍼는 교체되기 전 또는 작전 시간 동안 팀 벤치에 가는 것이 허

락되지 않는다:

- 마이너 페널티 (규칙 1066를 참조하세요)

b) 골키퍼 교체가 경기 중단 중에 이뤄질 때, 경기장을 떠났던 골키퍼는 경기가 재개되

자마자 경기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교체 골키퍼에게는 준비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8 안전

801 부상 선수

a) 만약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로 경기를 뛰거나 팀 벤치로 갈 수 없는 경우, 경기는 

그의 팀이 확실하게 퍽 소유권을 가질 때까지 이어져야하고, 양 팀이 바로 득점 위치라

면, 이 경우 주심은 득점 기회가 이뤄지게 경기를 진행하고 나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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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약 골키퍼 이외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얼음판을 떠나도록 강요된다면, 

선수/골키퍼는 퇴장되거나 교체로 바뀔 것이지만, 얼음판을 떠나는 팀이 없다면 경기는 

계속된다.

c) 만약 페널티를 받은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면, 그/그녀는 탈의실로 이동하고 그/그녀

가 마이너, 메이저 또는 매치 페널티를 받았다면, 페널티를 받은 팀은 선수/골키퍼가 

복귀할 수 있는 경우 부상 상태로 페널티를 받은 선수 대신에, 교체 없이 페널티를 수

행해야할 대체 선수를 즉시 페널티벤치에 보내야한다.

d) 부상을 당한 상태로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그의 페널티가 종료되기 전까지 경기를 

치를 자격이 없다.

e) 만약 부상당한 선수가 그의 페널티가 종료 전 경기에 복귀한다면, 주심은 해당 선수

에게 추가적인 페널티를 줘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2’)

- 만약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면, 주심과/또는 라인즈맨이 즉시 경

기를 중단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2’) (규칙 1038 A를 참조하세요) 중요한 참조.

802 부상 골키퍼

a) 만약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든다면, 그/그녀는 즉시 경기를 재개하도록 준

비하거나 대체 골키퍼로 교체되어야한다.

b) 만약 팀의 양쪽 골키퍼가 경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팀에게 다른 선수가 골키

퍼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10분이 주어져야한다:

- 이 경우, 두 정규 골키퍼는 경기로 복귀할 수 없다.

- 교체 골키퍼를 위한 준비운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803 감염 방지

a) 피를 흘리거나 상대 선수의 피로 덥힌 선수는 부상 선수로 고려되고 치료와/또는 씻

기 위해 얼음판을 반드시 떠나야한다.

b) 해당 선수는 다음 조건으로 얼음판에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어야한다:

- 상처는 적절한 붕대로 완전하게 덮고 봉합되어야한다.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46

- 피는 선수에게서 제거되고 그의 장비와 유니폼은 바뀌거나 적절하게 닦여야한다.

만약 얼음판, 빙상장 시설 또는 모든 물건에 피가 묻었다면, 주심은 첫 경기 중단 이후 

빙상장 인력에 의해서 핏자국이 제거됨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804 정빙

주심은 골포스트 또는 골대 근처 골라인에 쌓인 눈을 치울 권리가 있다.

805 아이스 위에서 응급처치 개정

팀의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 또는 의료전문가는 필요시 아이스 위에서 응급처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정된다.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전문가 또는 트레이너는 아이스 위에

서 심각한 상황의 경우 대회 의사로부터의 도움을 위해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시그널을 

보낸다. 부상당한 선수 옆에서 대회 의사는 선수의 보호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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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규칙

900 페이스오프

901 페이스오프 자리

a) 페이스오프는 각 피리어드의 시작 그리고 경기 중단 이후에 실행되어야한다.

b) 모든 페이스오프는 지정된 9개의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c) 페이스오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 피리어드 시작

- 득점 후 

- 아이싱에 대한 주심 실수 이후 

- 상기 규칙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외 골키퍼의 너무 이른 교체 시

d) 페이스오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비 팀의 엔드 존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개정

- 수비 팀이 그들의 수비 진영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때, 퍽은 경기 중단이 일어난 쪽 

엔드 존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페이스오프 되어야한다.

- 주심을 맞고 퍽의 방향이 바뀌면서 비정상적으로 득점이 된 경우

그림33 페이스 오프 자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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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팀이 페널티 슛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경우

- 만약 공격팀의 선수가 아이스 아무 지점에서 득점을 위한 샷을 했을 때 굴절 없이 

골프레임을 맞고 경기 밖으로 나갔을 경우, 퍽을 샷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공격 지점

의 페이스 오프 자리에서 페이스오프를 진행한다. 

e) 페이스오프는 공격 팀의 엔드 존 지점에서 실행되어야한다:

- 공격 팀에 의해 퍽이 아이싱 된 경우

- 공격 팀의 고의적인 오프사이드 경우

참고: 고의적인 오프사이드는 이유 없이 경기 중단을 확보하는 목적을 위해 발생된다.

f) 페이스오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립 지역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 오프사이드의 경우

- 공격 진영에서 공격 팀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중단 이후, 수비수가 그들의 공격 블루라인 근처에서 경기하는 1~2명의 수비수 

또는 공격 팀의 팀 벤치에서 나온 선수가 엔드 존 페이스오프 원 가장자리 바깥쪽을 

넘어 공격 진영으로 들어오는 경우

g) 한 팀의 페널티 시계에 페널티로 올라가기 위해 경기 중단 시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될 때 이어지는 페이스오프는 공격 팀의 엔드 존 2개 중 1개의 엔드 존 페이스오

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이 실행에는 오직 4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1. 득점 후 페널티가 부과될 때 – 얼음판 중앙에서 페이스오프

2. 종료 직전 또는 시작 직후 페널티가 부과될 때 – 얼음판 중앙에서 페이스오프

3. 수비 팀에 페널티가 막 부과되고 공격 선수가 엔드 존 페이스오프 원의 가장자리 

바깥쪽을 넘어 공격 진영으로 들어올 때 – 중립 지역에서 페이스오프

902 페이스오프 실행 절차

a) 주심 또는 라인즈맨은 페이스오프 하는 두 선수의 스틱 사이에 퍽을 떨어트린다.

b) 선수는 빙상장의 측면보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들의 썰매를 페이스오프 자리 바

깥쪽에 두고, 페이스오프 자리의 흰 부분 얼음판 위에 그들의 스틱 블레이드(날)를 위

치시킨다.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49

c) 수비 진영에서 수비 팀 선수가 그의 스틱을 얼음판 위에 먼저 대고, 공격 팀 선수가 

즉시 그 뒤를 따라야한다. 개정

d) 그러나, 페이스오프가 얼음판 중앙 자리일 때, 원정 팀 선수가 먼저 스틱을 빙판 위

에 위치시켜야한다.

1.  경기를 시작할 때 주심은 호각을 불어서는 안 된다.

2. 양 팀의 얼음판 위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부과될 때를 제외하고, 페이스

오프가 실행되거나 경기가 재개될 때까지 선수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만약 페이스오프 하는 선수가 주심에 의해 자리 잡도록 지시를 받고 즉시 적합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주심은 이전 선수를 대신하여 얼음판 위에 다른 선수가 페

이스오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만약 한 선수가 페이스오프 원에 들어간 경우, 주심 또는 라인즈맨은 다시 페이스오

프 하기 위해 호각을 불어야한다. 단, 반칙하지 않은 팀이 퍽을 소유권을 얻을 경우.

5. 주심은 선수에 의한 반칙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규칙 1043 문장 B를 

참조하세요).

903 오프사이드

a) 공격 팀 선수는 그들의 공격 진영에 퍽보다 앞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b) 오프사이드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선수의 블레이드(날) 위치 - 퍽이 완전히 라인을 통과하기 전 선수의 양 블레이드

(날)이 완전히 블루라인을 넘어갔을 때 선수는 오프사이드이다.

2. 퍽의 위치 - 퍽이 블루라인을 완전히 넘어 공격 진영 안으로 들어 가야한다. 

3. 만약 선수가 퍽을 몰고 가면서 뒤로 움직이는 동안 퍽보다 앞서 라인을 통과한 경

우, 그가 사실상 퍽을 컨트롤 하고 있고 블루라인을 통과하기 전 양 블레이드(날)이 

중립 지역에 있다면, 선수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c)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페이스오프가 실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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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격 선수에 의해 퍽이 블루라인을 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뉴트럴 존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2. 공격 선수에 의해 퍽이 패스되거나 슛이 되어 블루라인을 넘었을 때, 패스나 슛이 

발생되었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페이스오프를 실시되어야한다.

3. 만약, 라인즈맨 또는 주심 의견이, 공격 선수가 의도적으로 오프사이드를 범했다고 

판단했다면, 공격 팀 수비 진영에 엔드 존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4. 만약 공격 선수가 자신의 수비 진영에서 퍽을 패스하거나 슛을 했다면, 공격 팀 수

비 진영에 엔드 존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실행되어야한다.

d) 사실상 퍽을 몰고 가고 다루는 선수가, 퍽보다 먼저 라인을 넘었을 경우, 오프사이

드로 간주되지 않는다.

e) 만약 공격 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안 수비 선수가 그의 수비 진영에

서 퍽을 가지고 있거나 패스한다면, 오프사이드로 선언되지 않는다.

904 지연된 오프사이드 절차

그림34 오프사이드.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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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격 선수가 퍽보다 앞서 공격 진영으로 들어갔으나, 수비 선수가 퍽을 가지고 경기 

할 수 있는 경우, 골을 향해 슛을 시도하여 골키퍼가 퍽을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

인즈맨은 팔을 들어 “지연된 오프사이드”의 표시를 한다.

b)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라인즈맨이 팔을 내려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무효 시키고 

경기를 속행한다.

1. 수비 팀이 뉴트럴존으로 퍽을 패스 또는 직접 가져가는 경우

2. 또는, 모든 공격 팀 선수가 스케이트가 블루라인에 접촉함으로써 공격 진영에서 즉

시 빠져나오는 경우

c) 공격 존에서 퍽을 가진 상태로 지연된 오프사이드가 무효화될 수 있기 전에 공격 

선수는 완전히 빠져 나와야 된다.

d) ‘Immediately’(즉시)는 공격 선수가 퍽을 만지거나 잃어버린 퍽 소유권을 가지려 시

도하거나, 퍽을 수비하는 자를 존 뒤쪽으로 밀지 말아야한다는 걸 의미한다.

e) 두 번째 경우, 라인즈맨이 팔을 내렸을 때, 공격 선수는 다시 그들의 공격 진영에 들

어갈 수 있다.

905 아이싱 퍽/ 하이브리드 아이싱 개정

a) 수적으로 같거나 우세한 팀의 선수가 자신의 팀 진영에서 상대 팀의 골라인 너머(골 

포스트 사이 아님)로 원하는 방법으로 (스틱, 장갑, 스케이트, 몸) 퍽이 골라인을 넘기 

전 공격 진영에서 어느 팀에 의해 퍽이 터치되지 않고 퍽을 몰고 나갈 경우 – 보드 밖 

또는 보호 유리 포함 -  아이싱은 유효하다. 

b) 하이브리드 아이싱 규칙아래 라인즈맨은 두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첫 째, 라

인즈맨은 반드시 선수 진영으로부터 선수의 샷이 공격존(골 포스트 사이 아님)의 골라

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결정해야한다. 두 번째, 라인즈맨은 수비 선수 또는 공격 

선수 중 누가 퍽을 먼저 터치했는지 결정해야 한다. 

c) 두 번째 결정은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더라도 첫 번째 선수가 엔드 존 페이스 오

프 지점에 온 순간 내려야 한다. 선수의 날이 결정 요소이다. 

d) 퍽이 샷이 되거나 보드 주변으로 갔다가 센터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라인즈맨은 어

떤 선수가 퍽을 먼저 건드렸는지 결정한다. 이 경우에, 결정 요소는 엔드존 페이스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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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아니고 퍽 자체이다.

e) 만약 퍽을 위한 레이스가 없다면 수비 선수가 수비 블루라인을 넘기 전과 퍽이 골

라인(골 포스트 사이 아님)을 넘기 전 까지 아이싱은 불리지 않는다. 

f) 어느 팀의 어느 선수가 퍽을 먼저 터치했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퍽을 위한 레이스

가 너무 가깝다면 아이싱은 불린다.

g) 경기가 멈춘 아이싱 상황 중 피할 수 있는 접촉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집행된

다.  

h) 공격 선수가 위치 이점을 받아 아이싱이 취소된 경우 선수는 신체 접촉과 관련 있

는 규칙 안에서 경쟁해야한다. 

906 아이싱 개정

a) 아이싱을 목적으로 중심의 레드라인은 아이스의 공격 진영의 부분이다. 선수가 선을 

얻으면 그는 아이싱을 일으키지 않고 남은 아이스를 가면서 슛을 할 수 있다. 

b) 선을 얻기 위해 선수는 반드시 그의 스틱으로(스케이트 아님) 퍽과 함께 레드 라인 

중심으로 닿아야한다.

c) 인원 부족(예. 패널티 때문에 상대방보다 선수가 적다.)으로 경기를 하는 한 팀만이 

아이싱 콜을 부르지 않고 그들의 진영 센터에서부터 상대 골라인(골 포스트 사이 아님)

을 넘어서 까지 퍽을 슛 할 수 있다. 

d) 퍽이 선수의 스틱을 떠났을 때 아이스 위 선수들에 의해 인원 부족인지 아닌지 결

정된다. 만약 패널티 박스 안내원이 패널티 종료 후 문을 열었고 선수가 신체적으로 아

이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면 아이싱의 해석이 영향을 미치는 한 그는 아이스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 패널티때문이 아닌 허용되는 숫자보다 아이스에 선수가 없다면 ‘인원 부족’으로 여

겨지지 않는다.

f) 퍽이 심판에 닿은 경우, 아이싱은 유효하다. 심판을 닿은 덕에 퍽이 느려지고 골라인

(골 포스트 사이 아님)을 넘지 못할 경우 아이싱은 무효다.

g) 아이싱이 선언된 후, 페이스 오프는 슈팅하던 선수가 있었던 곳 또는 굴절된 퍽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에서 가까운 공격 진영 엔드존 페이스 오프 지점에서 실시된다.

h) 온 아이스 심판이 아이싱을 선언하는데 실수를 하면 페이스 오프는 중앙 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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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자리에서 실시된다.

I) 아래의 상화에서는 아이싱이 선언되지 않는다. 

1. 페이스오프에 참가한 선수에 의해 퍽이 아이싱 된 경우;

2. 퍽이 골라인을 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선수를 포함하여 공격 선수가 골라인을 

지나기 전 퍽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스케이트를 빨리 타지만 골 라인 넘기 

전에 퍽까지 가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3. 라인을 만드는 선수가 퍽을 경기하는 대신 퍽을 무시하고 벤치로 갈 경우, 너무 많

은 사람 패널티를 피하려고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4. 퍽이 골라인(골 포스트 사이 아님)을 넘어 샷을 했을 때 상대팀 몸 또는 장비에 맞

을 때

5. 만약 골키퍼가 그의 골 크리스를 벗어나거나, 아이싱 상황에서 골 크리스 밖으로 나가 
퍽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6. 퍽이 골대를 치거나 골라인을 넘었을 경우 (골 포스트 사이 아님)

j) 만약 공격팀이 늦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수비 팀이 아이스를 한다면 아이스가 붋린

다. 

k) 아이싱 반칙에 대한 이어지는 경기 중단에서, 반칙 팀은 경기가 재개되기 전까지 어

떠한 선수 교체도 금지된다.

l) 이 규칙을 위반하는 팀은 이어지는 페이스오프 전 선수 교체가 허락되지 않거나, 경

기 중단 시 반칙 팀이 그들의 작전 타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하더라도, 그들은 여전

히 선수 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 선수를 위해 교체했었던 골키퍼, 부상 

선수 또는 골키퍼를 대체하거나 그들의 얼음판 위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부과되었을 때 교체는 허락된다. 얼음판 위 선수에 대한 결정은 퍽이 반칙 선수의 스틱

을 떠날 때 이루어진다.

m)  약 퍽이 아이싱이 된 후 팀이 선수 교체를 고집하고, 주심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면, 주심은 다음 사항을 반칙 팀에 부과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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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만약 라인즈맨이 아이싱을 잘못 선언했다면, 퍽은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페이스

오프 되어야한다.

ii. 이 장의 목적은 경기가 지속되기 위함이며, 주심과 라인즈맨 모두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

iii. "인원 부족“은 페널티로 인해, 팀이 얼음판에서 그의 상대팀보다 수적인 열세가 되

어야함을 뜻한다.

907 골 인정

골은 다음에 인정되어야한다:

1. 퍽이 크로스바 아래 골 포스트 사이에 놓이고 공격 팀 선수의 스틱에 의해 골라인

을 완전하게 통과했을 때

2. 만약 수비 팀 선수에 의해 퍽이 어떠한 방향으로 골 안에 놓인다면

3. 만약 퍽이 공격 선수 슛 도중 같은 팀 선수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 맞고 골 안으로 

그림 35 아이싱.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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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되어 들어갔다면

4. 만약 퍽이 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를 골 크리스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수비 

선수의 동작에 의해, 공격 팀 선수가 신체적으로 방해를 받고 그/그녀가 골 크리스로부

터 나올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한다면

5. 퍽이 골 크리스 안에서 소유권이 없어지고, 공격 선수의 스틱에 의해 골 안으로 들

어갔다면

6. 퍽이 공격 또는 수비 선수 썰매를 맞고 바로 굴절되어 골로 들어갔다면

7. 퍽이 골라인을 지나는 순간 공격 선수가 골 크리스 안에 있고, 골키퍼가 수비하는데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규칙 907에 서술된 경우의 예외로

8. 퍽이 골키퍼 안면 마스크에 맞고 바로 굴절되어 골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모든 선언은 주심에 의해 이뤄져야하며, 그/그녀는 라인즈맨과 골 져지에게 물

어볼 수 있다.

908 골 불인정

a) 골은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다:

1. 퍽이 선수, 골키퍼 또는 심판을 맞고 굴절되었다 하더라도 공격 선수가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해  퍽을 던지고 치거나 스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퍽을 골 안에 넣었다

면

2. 공격 선수가 머리 위에서 스틱으로 퍽을 접촉하였다면

3. 퍽이 심판을 맞고 굴절되어 바로 골 안으로 들어갔다면

4. 공격 선수가 골 크리스 내에 있고, 퍽이 골라인을 넘고 그의 위치가 골키퍼에 영향

을 주는 위치가 아니거나 그의 포지션으로 경기를 제대로 할 경우, 골은 인정된다. 

개정

5. 골키퍼가 그의 골크리스 안에 있는 상태로 득점이 되는 동안, 우연히든 아니든, 공격 

선수가 골키퍼와 접촉을 일으켰다면

6. 골키퍼가 골 크리스 밖에 있는 상태로 득점이 되는 동안, 의도적으로 공격 선수가 

골키퍼와의 어떤 접촉을 일으켰다면

7. 공격 선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고 골대를 방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골 크리

스로 들어가거나 앞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득점이 되었다면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56

8. 골키퍼가 골을 막고 퍽과 함께 골 안으로 들어갔다면, 적합한 경우, 적절한 페널티가 

주어져야할 것이다.

b) 프레임오프 개정

i. 수비선수가 골대 프레임을 재위치 시키고 상대 팀이 득점을 한 경우, 골은 인정된다. 

만약:

  1. 골대 프레임이 재위치 되기 전에 상대가 슛팅을 했을 경우

  2. 골대 프레임이 정상 위치에 있었다면 퍽이 골네트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심이   

     결정한 경우 

ii. 골대 프레임은 재위치 되었다고 간주된다. 만약:

  1. 골대에 있는 두 개의 못 중 하나가 지정 구멍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 하나 또는 두 개의 못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

iii. 하나 또는 두 개의 골 포스트가 아이스로부터 평평하지 않았으나 못과 접촉하고 있

고 못이 구멍 안에 있다면 득점은 인정된다.

iv. 못이 역할을 못하는 골 프레임은, 득점이 인정되기 위해 퍽에 골네트에 들어갔을 때

골 포스트가 반드시 아이스와 골라인으로부터 평평해야 한다.

v. 수비선수가 골네트의 뒷 부분을 들어 올리고 퍽이 골네트를 들어가고 골라인으로 갔

다면 포스트 못과 관계된 규칙이 (규칙 908b-i-iv)를 고수 하는 한 득점은 인정된다.

vi. 경기 중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골네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골네트가 정상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경기는 멈춘다. 마약 골네트가 정상 위치로 돌아온다면 경기는 

진행된다.

vii. 만약 규칙908c-1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퍽이 골라인을 넘기 전에 골대 프레임이 

재위치 된다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viii. 공격선수가 이탈하는 중에 골키퍼가 추가 선수를 위해 아이스에서 제거되고 팀 선

수가 골대 프레임을 정상위치에서 옮겼다면 득점이 주어진다. 

c) 골 크리스 안 또는 주위에 있는 선수 몸 아래에 퍽이 있는 상황에(고의적이든 아니

든), 골대 안으로 퍽을 가진 선수를 미는 것은 득점이 될 수 없다. 적합한 경우, 페널티

슛을 포함하는 적절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규칙 1047을 참조하세요).

1. 득점으로 즉시 이어지는 페이스오프 이후에 노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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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 크리스는 크리스 구역에서 얼음 표면 위 1.27m까지의 확장된 공간으로 정의된

다.

3. ‘접촉’은 우연히든 아니든, 골키퍼와 공격 선수 사이에 스틱이거나 몸 또는 썰매의 

어떤 부분과 충돌을 의미한다.

4. 이러한 모든 선언은 주심의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되어야한다.

909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과 득점

a) ‘골’은 득점 기록 상 상대의 골대에 퍽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져야한다.

b) 각 골은 선수 기록에 1점으로 세어야한다.

c) 득점이 성공한 경우, ‘어시스트’는 득점 바로 직전 플레이에 참여했던 선수(들)에게 

주어져야한다. 

d) 2개 이하의 어시스트가 모든 골에 주어질 수 있다.

e) 각 어시스트는 선수 기록에 1점으로 차지되어야한다.

1. 득점 시 오직 1점만 한 선수에게 주어질 수 있다.

2. 선수가 골키퍼로부터 리바운드 된 골을 성공시켰을 때, 2개의 어시스트가 주어질 수 

있다.

3. 골이나 어시스트가 주어지는데 명백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실수는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주심이 공식 기록지에 서명을 했다면, 정정되지 않는다.

909 경기장을 벗어난 퍽

만약 퍽이 경기 구역 밖으로 나갔거나 얼음 표면 위 보드나 보호 유리를 제외한 어떠

한 장애물에 맞았을 때, 이 규칙에서 특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퍽이 슛 됐거나 굴절

된 곳으로부터 가상선 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페이스오프를 실시한다.

910 네트(망) 위에 퍽

a) 퍽이 3초 이상 골 네트(망) 밖에 머물러 있거나 골대 뒤 상대편 선수들 사이에서 움

직이지 않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하고 페이스오프를 실시해야한다:

1. 가장 가까운 엔드 존 페이스오프 지점

2. 만약, 주심의 판단에, 공격 선수에 의해 경기 중단이 발생됐다면, 가까운 뉴트럴 존 

페이스오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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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시야에서 사라진 퍽

쟁탈전이 발생하거나 선수가 우연히 퍽 위에 넘어져 퍽이 주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그/그녀는 이 규칙에 설명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가 중단된 곳

에서 페이스오프가 실시되어야한다.

912 부정 퍽

만약, 언제든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에 사용 중인 정식 퍽 이외에 다른 퍽이 경

기장에 나타나고, 진행 중인 경기에서 퍽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 경기는 중단되지 않

아야한다.

913 퍽이 심판에 맞은 경우

퍽이 심판을 맞고 바로 골로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퍽이 심판에 맞았기 때문에 경기

가 중단되지 않아야한다.

914 손으로 퍽을 잡거나 패스

a) 주심의 판단에, 고의적으로 퍽을 동료 선수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선수는 빈손으로 

공중에 퍽을 멈추거나 치고, 손으로 퍽을 얼음판을 따라 밀도록 허용되어야한다.

b) 만약 이러한 선수의 동료 선수가 중립 지역에서 퍽 소유권을 얻는다면, 경기는 중단

되고 반칙이 발생한 곳에서 페이스오프된 퍽이, 반칙 팀이 지역적 이점을 얻지 않는 

한, 페이스오프는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실행되어야한다. 

c) 만약 이러한 선수의 동료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퍽 소유권을 얻는다면, 선수와 퍽이 

수비 진영을 떠나기 전 손으로 패스가 이뤄진 경우에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는

다. 그러나 퍽이 중립 지역에 있는 선수에서 수비 진영에 있는 선수에게 손으로 패스가 

되었을 때,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중단된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실시해야한다.

d) 만약 이러한 선수의 동료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퍽 소유권을 얻는다면, 주심은 경기

를 중단시키고 공격진영 바깥 쪽 중립 지역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페이스오프를 실시해

야한다. 단, 퍽이 반칙 팀의 수비 진영 또는 중립 지역 내 어느 곳에서든 맞지 않는 경

우, 페이스오프는 퍽이 맞은 곳에서 실시한다.

e) 만약 퍽이 공격 선수에 맞지 않고 어떤 선수, 그의 스틱과 썰매, 골키퍼 또는 심판

을 맞고 굴절되어 골로 들어갔다면,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

915 머리 위 퍽을 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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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수가 머리 꼭대기 높이 위에서 스틱으로 퍽을 멈추거나 때리는 행위는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가 중단 된다. 

1. 퍽을 상대팀에게 때린 경우 경기는 이어져야하며, 심판은 ‘워시 아웃’ 신호를 보내야

한다.

2. 수비 팀 선수가 자기 골대로 퍽을 때린 경우에 그 골은 인정된다.

b) 만약 공격 진영에서 공격 선수가 퍽을 높이서 쳤다면, 반칙 팀에게 유리한 위치가 

아닐 경우에 중립 지역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페이스오프를 실행한다. 

c) 만약 수비 진영 또는 중립 지역에서 수비 선수가 퍽을 높이서 쳤다면, 가장 가까운 

수비 진영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페이스오프를 실행해야한다.

d) 공격 선수 스틱이 머리 꼭대기 높이 위에서 퍽을 접촉했을 때 골로 인정 될 수 없

다.

e) 만약 골키퍼가 방어를 하는 중에 머리 꼭대기 높이 위에서 퍽을 잡거나 쳤다면, 경

기는 이어지고 주심은 ‘워시 아웃’ 신호를 보내야 한다. 

916 관중에 의한 방해

a)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얼음판 위에 던져지는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퍽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페이스오프 되어야한다.

b) 선수가 관중에 의해 붙잡히거나 경기에 방해 받는 경우, 심판 또는 라인즈맨은 경기

를 중단시켜야한다. 만약 방해 받은 선수의 팀에서 퍽을 소유하였다면, 경기는 계속 되

도록 허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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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널티

1000 페널티 – 정의와 절차

페널티는 수행되어야할 시간을 보여주는 다음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1) 마이너 페널티 (2)

   2) 벤츠 마이너 페널티 (2)

   3) 메이저 페널티 (5)

   4) 미스컨덕 페널티 (10)

   5)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6) 매치 페널티 (MP)

   7) 페널티 슛 (PS)

모든 페널티는 실제 경기 시간이 되어야한다.

a) 게임이 끝난 후에 부과된 페널티는 주심에 의해 공식경기기록지에 기록되어야한다.

b) 몇몇 규칙은 매니저나 페널티를 수행하는 선수를 코치나 선수가 지정해야한다고 설

명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길 거절하면, 주심은 페널티를 수행하기 위해 페널티를 

선언했을 때 얼음판 위에 있었던 반칙 팀 선수 중 아무나 한 명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c) 같은 팀 선수 2명의 마이너나 메이저 페널티가 동시에 끝날 때, 그 팀의 주장은 주

심에게 먼저 얼음판 위로 나올 선수를 지명해야한다. 주심은 그 이후 적절하게 기록원

에게 알려줘야한다.

d)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의 경우, 총 20분 페널티가 부여된 선수 또는 골키퍼에게 

기록되어야한다. 매치 페널티의 경우, 총 25분이 페널티가 부여된 선수 또는 골키퍼에

게 기록되어야한다. 

e)  모든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와 매치 페널티의 경우, 주심은 경기가 끝나고 즉각 

적합한 주체나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서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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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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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마이너 페널티

마이너 페널티의 경우, 골키퍼를 제외한, 어느 선수에게나 2분 동안 얼음판에서 나가도

록 결정되고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1002 벤치 마이너 페널티

a) 벤치 마이너 페널티의 경우, 반칙이 일어난 시점에, 반칙 팀의 골키퍼를 제외한, 얼

음판 위에 있었던 어느 선수나, 주장을 통해 매니저나 코치의 지명을 통해, 2분 동안 

얼음판에서 나가도록 결정되고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b) 만약, 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너나 벤치 마이너 페널티 때문에 ‘인원 부족’인 

상태에, 상대팀이 득점을 한다면, 이러한 페널티의 첫 번째 페널티는 자동적으로 종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페널티가 상대 선수의 페널티로서 동시에 부과되어 양 팀이 1명

의 선수 부족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 실점한 팀에 부과된 다음 마

이너 또는 벤치 마이너 페널티는 종료되어야한다.

1. 지명된 선수는 즉시 페널티벤치로 가서 그에게 마이너 페널티가 주어진 것처럼 페

널티를 수행해야한다. 

2. ‘인원 부족’이란, 페널티로 인해, 득점 시 얼음판 위 상대팀 선수 인원보다 반드시 적

음을 의미한다.

3. 페널티 슛으로 득점될 때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003 메이저 페널티

메이저 페널티의 경우, 골키퍼를 포함한 어느 선수든 경기 균형(추가적으로 게임 미스

컨덕트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를 위해 얼음판에서 나가도록 결정되고 교체는 5분 후

에 허가되어야한다.

메이저와 마이너 페널티가 동시에 선수에게 부과되었을 때, 메이저 페널티가 먼저 적용되어야한

다.

이는 두 개의 페널티가 같은 선수에게 부과 되었을 때 적용된다(규칙 1012 참고하세

요).

1004 미스컨덕페널티

a) 선수의 첫 번째 미스컨덕트 페널티의 경우, 골키퍼를 제외한, 어느 선수든 10분 동

안 얼음판에서 나가도록 결정되고 교체는 즉시 가능하다.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끝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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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 페널티벤치에 머물러야한다.

b) 한 경기에 선수가 두 번째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받은 경우, 골키퍼를 포함해, 어느 

선수나 경기 균형(추가적으로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을 위해 얼음판

에서 자동으로 나가도록 결정되고 교체는 즉시 가능하다.

마이너나 메이저 페널티와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동시에 선수에게 부과되었을 때, 페널

티를 받은 팀은 교체 없이 마이너나 메이저 페널티를 수행하기 위해 즉시 대체 선수를 

페널티벤치에 보내야한다.

1005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의 경우, 골키퍼나 팀 관계자를 포함한, 어느 선수든 얼음판에

서 나가도록 결정되고 경기 균형을 위해 탈의실로 이동해야하며 교체는 즉시 가능하다.

◾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는 해당 경기를 이외에 자동 출전 정지를 초래하지 않지만 

적합한 대회 주체나 협회는 그 선수나 팀 관계자에 대해 다음 경기에 출전 정지를 시

킬 권리가 있다.

◾ 선수권이나 토너먼트 대회에서, 그의 두 번째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받은 어느 

선수나 팀 관계자든 그 팀의 다음 선수권 또는 토너먼트 대회에 자동으로 출전이 정지

되어야한다.

1006 매치 페널티

매치 페널티의 경우, 어느 선수, 골키퍼, 팀 관계자가 얼음판에서 나가도록 결정되고 경

기 균형을 위해 탈의실로 이동해야하며 교체는 5분 후에 가능하다. 

◾ 매치 페널티를 초래한 선수나 팀 관계자는 자동 다음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아야하며, 

최소 징계로서 그는 다음 IPC 승인 경기 출전이 정지되어야하고 그에 대한 경우(사건)

은 적합한 대회 주체나 협회에 의해 다뤄져야한다.

1007 페널티 슛

a) 뒤에서 반칙당한 선수에게 페널티슛을 주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퍽이 그 선수가 수비 진영 밖인데 반칙이 이뤄졌을 때(블루라인을 확실히 넘어서)

2. 공격 선수가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3. 반칙이 ‘뒤에서’ 일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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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퍽 소유권을 가진 공격 선수가 적합한 득점 상황에서 득점을 안 했을 때

5. 퍽 소유권을 가진 공격 선수가 골키퍼 이외에 패스할 상대 선수가 없을 때

b) 만약 해당 반칙이 마이너 페널티와 연관된다면, 페널티슛이 주어질 것이며 페널티슛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마이너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고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c) 반칙이 앞이나 뒤에서 일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단독찬스인 선수에게 골키퍼가 반칙

을 하면 페널티슛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퍽 소유권’은 스틱으로 퍽 모는 동작이다. 만약 퍽이 드리블되거나 골대에 맞거나 

그냥 날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선수나 그의 장비에 접촉 되었다면, 그 선수는 더 이

상 퍽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2. 만약, 상대팀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벗어나고 퍽을 소유한 선수가 수비 진영 밖에 있

으며, 그와 상대팀 골대 사이에 수비가 없는 상황에 뒤에서 반칙을 당한다면(또한 

규칙 1027을 참고하세요), 주심은 반칙당한 팀에게 골을 주어야한다.

3. ‘뒤에서’는 선수 썰매의 위치가 아닌, 선수의 몸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1008 페널티 슛 진행

a) 선수가 페널티슛을 보장하는 반칙을 당한 경우, 반칙당한 선수는 페널티슛을 하도록 

지명되어야한다. 만약 반칙당한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했다면, 주장은 반칙이 있었던 

시간에 얼음판 위에 있던 페널티가 없는 선수를 지명하여 페널티슛을 하도록 해야 한다. 

b) 반칙당한 선수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코치 또는 반칙당한 팀 주장이 페널티

슛을 하는 선수를 선택하여 반칙이 있었던 시간에 얼음판 위에 있던 페널티 없는 선수

의 번호를 주심에게 알린다. 

c) 주심은 페널티슛을 하는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야 하고, 페널티를 수행 중이거

나 지연된 페널티가 부과된 선수는 될 수 없다.

d) 양 팀의 선수는 반드시 벤치로 향해야 하고 아이스 표면을 떠나야 한다. 패널티 샷

동안은 남는다. 샷을 막는 두 명의 골키퍼, 샷을 하는 선수, 그리고 온아이스 심판 만이 

아이스 위에 허가된다. 개정

e) 주심은 퍽을 중앙 자리에 놓아야한다.

f) 오직 골키퍼만이 페널티슛을 수비할 수 있다.

g) 골키퍼는 선수가 퍽을 접촉하기 전까지 거의 크리스 안에 머물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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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퍽을 움직여서 그의 상대 팀 골라인 쪽으로 드리블해

야하며 골대에 득점하도록 시그림야한다.

i) 만약 선수가 퍽을 놓치고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에 놓인 것 같이 퍽이 지난 온 길에

서 퍽을 접촉하지 못하면, 선수는 돌아가서 페널티슛을 이어서 할 수 있다.

j) 일단 슛이 되면, 페널티슛을 완료로 간주되어야하고, 다른 이의 두 번째 슛에 의한 

득점은 골로 인정 되지 않을 수 있다. 

k) 만약 득점이 되면, 페이스오프가 얼음판 중앙에서 이뤄진다.

l) 만약 득점이 되지 않으면, 페이스오프는 페널티슛이 시도되었던 엔드 존 페이스오프 

자리의 양쪽 중 한 곳에서 이뤄진다.

참고:

1. 페널티슛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은 피리어드 내 실제 경기 시간에 기록되지 않

는다.

2. 페널티슛에 바탕이 되는 반칙이 실제 경기 중 발생했다면, 주심이 호각을 늦게 불어 

발생되는 지연에도 불구하고, 페널티슛이 주어지고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즉시 실행

된다. 이 경우에, 페널티슛은 완료되기 위해 허락되고, 지연 시간은 피리어드 내 정

규 경기 시간 종료로 이어진다.

3. 만약 선수가 퍽을 만지기 전에 골키퍼가 그의 크리스를 벗어나거나, 반칙을 저지른

다면, 주심은 팔을 들지만 그 슛이 완료되도록 허락해야한다. 만약 골이 안 들어가

면, 그는 페널티슛을 다시 쏘도록 허락한다. 만약 골키퍼가 골 크리스를 너무 일찍 

벗어난다면, 주심은:

- 첫 번째는 경고를 주고 새로운 페널티슛을 준다.

- 두 번째는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주고 새로운 페널티슛을 준다.

- 세 번째는 득점을 준다.

4. 골키퍼가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것(이 경우 득점 인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슛을 막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5. 선수가 페널티슛을 쐈을 때, 만약 상대팀 선수 중 누군가 슛하는 선수를 방해했다면, 

주심이 이러한 행동 때문에 슛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주심은 두 번째 

페널티슛을 허락하고 반칙 선수에게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1009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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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규칙 아래에서 부과된 출장 중지에 더하여, 적합한 대회 주최 또는 협회는, 경기

가 끝난 후 언제든지,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주심에 의해 반칙 경기 중이거나 끝난 

후 언제든지, 얼음판 위에서나 밖에서 범해진 반칙에 대해 추가 출전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1010 골키퍼 페널티 절차

골키퍼는 페널티벤치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

a) 골키퍼에게 마이너나 첫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

1. 골키퍼는 계속 경기를 한다.

2. 그의 페널티는, 반칙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장을 

통해 매니저나 코치에 의해 지명된 그의 팀원 중 얼음 위에 있었던 다른 선수에 의

해 수행되어야한다.

b) 메이저나 게임 미스컨덕트나 매치 페널티 경우, 경기 균형을 위해 골키퍼가 얼음판 

밖으로 나가야된다.

가능하다면, 그는 다른 골키퍼로 대체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의 팀 선수 중 한명이 

10분 안에 골키퍼 장비로 갈아입고 교체되어야한다.

c) 메이저나 매치 페널티의 경우, 반칙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경기가 중단되

었을 때 주장을 통해 매니저나 코치에 의해 지명된 얼음판 위에 있었던 같은 팀 선수 

중 한명에 의해 5분 페널티가 수행되어야한다.

1. 골키퍼에게 부과된 모든 페널티는, 누가 페널티를 수행하든 상관없이, 골키퍼 기록이 

된다.

2. 골키퍼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페널티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적용되고 위반에 대

한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얼음판 위에 있던 같은 팀 선수 

중 한명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1011 동시에 일어나는 페널티

a) 경기 중단 시 같은 수의 동일한 페널티(마이너, 메이저, 매치)가 양 팀 모두에 부과

될 때, 이러한 페널티는 코인시덴탈 페널티(동시에 일어나는 페널티)로서 알려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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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러한 페널티가 부과될 때, 그 페널티를 위한 교체가 즉시 이뤄져야하며 그것은 지

연된 페널티 목적을 위해 고려되지 않아야한다.

c) 반칙이 부과된 선수가 경기 남아있는 경우, 그들은 페널티벤치에 가야하며 각각의 

페널티가 종료한 다음 경기가 첫 중단 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

d) 상기 규칙은 양 팀 전원이 모두 경기 중일 때 적용할 수 없다; 오직 1개의 마이너 

페널티가 각 팀에 한명의 선수에게 부과되었다면 경기 중단 경우에 교체는 허가되지 

않는다.

- 이 규칙을 적용하면, 마이너 페널티와 벤츠 마이너 페널티는 동일하게 간주된다.

1012 지연된 페널티

이 규칙은 마이너, 벤츠 마이너, 메이저나 매치 페널티에서만 적용된다.

a) 팀의 2명의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중 3번째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된다면, 그

는 얼음판을 나가야하지만 그의 페널티 시간은 그 선수들 중 한 명의 페널티 시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시작 되어서는 안 된다.

b) 선수는 페널티벤치로 즉시 가야 하지만, 교체 선수에 의해 얼음판 위에서 교체될 수 

있다.

c) 어떤 팀에 동시에 페널티를 수행하는 3명이나 그 이상의 선수가 있고, 지연된 페널

티 규칙 때문에 3번째 공격 선수의 교체 선수가 얼음판 위에 있을 때, 경기가 중단되

기 전까지 페널티가 부과된 3명 중 아무도 얼음판으로 돌아올 수 없으며, 그의 페널티 

종료 때문이 아닌 경우에는 페널티 받은 팀은 얼음판 위에 골키퍼를 포함하여 4명 이

상의 선수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페널티 받은 선수는 그들의 페널티 순서대로 복귀

하도록 허락된다.

1. 2명의 선수 페널티가 동시에 종료될 때, 그 팀의 주장은 주심에게 어떤 선수가 먼저 

얼음판으로 나와야할지 지명하고, 주심은 적절히 점수기록원에게 전달해야한다.

2. 메이저나 마이너 페널티가 같은 팀의 2명이나 그 이상의 선수에게 동시에 부과되었

을 때, 점수기록원은 마이너 페널티를 이러한 페널티 중 첫 번째로서 기록해야한다.

이것은 또한 2개의 페널티가 다른 선수에게 부과되었을 때도 적용된다(규칙 1001를 참

조하세요).

1013 페널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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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를 선언하는 반칙이 이뤄졌을 때:

a) 만약 반칙 선수의 팀이 퍽을 소유한다면, 주심은 즉시 호각을 불고 페널티를 부과해

야한다. 

페이스오프는 반칙 팀 엔드 존에 2개의 엔드 존 중 하나에서 이뤄져야한다.

b) 만약 반칙 선수의 팀이 퍽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페널티 선언을 표시하면서 

그의 팔을 올리고, 반칙 팀에 의해 소유되자마자, 주심은 즉시 호각을 불고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c) 만약, 주심이 페널티 선언을 표시하면서 그의 팔을 들고난 후, 반칙하지 않은 팀의 

행동 결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실점을 한다면, 득점은 인정되고 페널티는 평소대로 부

과되어야한다.

d) 만약 주심이 페널티 선언을 표시하면서 그의 팔을 들고난 후, 반칙하지 않은 팀이 

득점하면, 골은 인정되고 첫 마이너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모든 다른 페널티는 부

과된다. 만약 반칙 팀이 이미 인원 부족이라면, 수행 중인 첫 마이너 또는 벤치 페널티

는 종료되고 표시되는 모든 페널티는 평소대로 부과되어야한다.

e) 만약, 심판이 페널티를 표시했지만, 호각을 부르기 전에, 반칙 팀 선수의 행동에 대

한 직접적인 결과로 퍽이 반칙하지 않은 팀 골대에 들어가게 되면, 골은 인정되지 않으

며 표시된 페널티는 부과되어야한다.

- ‘소유권’은 퍽이 소유권 내로 들어오고, 공격 팀 선수 또는 골키퍼에 의해 다뤄지거나 

의도대로 향하게 되고, 또는 정지된 걸 의미한다. 

- ‘소유권’은 퍽이 소유권 내로 들어오고, 공격 팀 선수 또는 골키퍼에 의해 다뤄지거나 

의도대로 향하게 되고, 또는 정지된 걸 의미한다.

 - 공격 팀 선수, 또는 골대나 보드를 맞고 나간 것은 소유권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1014 보딩

a) 상대선수를 보드로 난폭하게 내동댕이치는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바디체크(공격저지), 

팔꿈치 가격, 또는 돌진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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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보딩의 결과로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

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1015 버트 엔딩

a) 상대선수에게 버트 엔드를 시도한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더블 마이너 페널티 + 미스컨덕 페널티 (2′+2′+10′)

b) 상대팀에게 버트엔드를 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c) 버트-엔딩으로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 ‘버트-엔딩’은 스틱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상대의 손위를 가격하는 행위이다.

1016 차징

a) 뛰고, 차징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 또는 골키퍼를 체킹 하려는 시도로 썰

매를 얼음판 위로 띄우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매치 페널티 (MP)

b) 차징의 결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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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1. ‘차징’이란 이동된 거리의 결과로, 거칠게 상대선수를 방해하는 선수의 행동을 의미

한다. 차징은 보드, 골 프레임, 또는 얼음판에 열린 공간에서 차징하는 결과일 수 있다.

2. 호각이 불리고난 후 상대 선수에게 물리적 접촉을 한 선수는, 그리고 만약, 주심의 

판단에, 선수가 호각 후 이러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주심의 

판단으로, ‘차징’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3. 골키퍼가 골 크리스 구역 밖이기 때문에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인터피리언스’(방

해)나 ‘차징’ 페널티는 상대 선수가 골키퍼와 불필요한 접촉한 경우에 선언되어야한다.

1017 후방 체킹

a) 뒤에서 뛰고, 차징을 하거나, 상대 선수를 가격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자동 미스컨덕 패널티 (2′+M)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후방 체킹의 결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1. ‘후방 체킹’는 임박한 가격을 인지할 수 없고, 선수 자신과 접촉을 보호할 수 없는 

선수에게 일어나는 체크이며 접촉은 몸 뒷부분에서 이뤄진다.

2. 그러나, 만약 선수가 접촉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몸을 돌린다면, 이는 ‘후방 

체킹’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1018 머리와 목 부분 체킹

a) 상대 선수의 머리와 목 부분에, 몸이나 장비의 어떤 부분으로, 체킹 또는 강타하거

나 상대 선수의 머리를 보드로 ‘몰거나’ ‘밀어 넣은’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된다: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71

- 마이너 페널티 + 자동 미스컨덕 패널티 (2′ + 10′)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머리나 목 부분 체킹의 결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

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c) 이 규칙은 a)와 b) 글 아래 묘사된 모든 행동에 대해 규칙 1014, 1016, 1019, 1020

와 1029를 대체한다. 

싸움 또는 언쟁 중 머리 강타는 규칙 1022 난투나 러핑 반칙에서 다뤄지고 페널티가 

부과된다.

1019 크로스 체킹 개정

‘크로스-체킹’은 스틱을 양손으로 들고 두 손이 스틱에 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체크이다.

a) 상대 선수에게 크로스 체크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크로스-체킹을 함으로써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힌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

가 부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1020 엘보잉(팔꿈치 가격)

a)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 선수에게 반칙하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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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엘보잉(팔꿈치 가격)을 함으로써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

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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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과도한 러핑

a) 상대 선수, 팀 관계자 또는 심판에게 부상을 야기할 수 있거나 야기하는 규칙에 어

긋난 행동을 하는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1. 상황은 적합한 주체나 협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022 주먹싸움이나 러핑

a) 고의적으로 글러브를 벗고 싸우거나 언쟁을 하는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b) 주먹싸움을 시작하는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c) 맞아서 복수하려고 때리거나 때리려고 하는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d) 이미 진행된 싸움에 처음으로 끼어든 선수나 골키퍼는 그 사건에 초래된 다른 페널

티까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e) 만약 선수가, 싸움을 멈추기 위한 명령을 주심한테 받은 후에도, 그의 의무를 이행

하는 도중 계속 싸움을 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라인즈맨을 저항하면, 주심의 판단으

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더블 마이너 페널티 (2′+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f) 얼음판 위에 있거나 나가고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 골키퍼 또는 팀 관계자와 언쟁

하거나 주먹싸움에 관여된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or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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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매치 페널티 (MP)

g) 얼음판 위에 있거나 나가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 골키퍼 또는 팀 관계자와 언쟁하

거나 주먹싸움에 관여된 팀 관계자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or

- 매치 페널티 (MP)

h) 만약 선수가 불필요한 러핑의 책임으로 여겨진다면, 그는, 주심의 재량으로, 페널티

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더블 마이너 페널티 (2′+2′)

or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i) 상대 선수의 안면 마스크나 헬멧을 움켜잡거나 잡기 또는 머리카락을 당기는 선수

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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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헤드 버팅(머리 박기)

a) 상대 선수에게 헤드버팅을 시도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선수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되

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헤드-버팅 시도’은 헤드버팅 자세를 취하지만 접촉이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한다.

1024 하이 스티킹

a) 스틱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을 선수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잡아서 상대 선수

와 접촉을 일으키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스틱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을 선수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잡아서 상대 선수

와 접촉을 일으키고 스틱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

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c) 그렇지만, 만약 부상을 야기하는 하이 스티킹 동작이 우연으로 판단된다면, 반칙 선

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더블 마이너 페널티 (2′+2′)

1025 상대 선수 홀딩(잡기)

a) 손이나 스틱 또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상대 선수나 썰매를 잡은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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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스틱 홀딩(잡기)

a) 손이나 다른 방법으로 상대 선수의 스틱을 잡은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27 후킹(걸기)

a) 스틱으로 상대 선수를 걸어서 그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하려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후킹(걸기)로 상대 선수를 부상 입힌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c) ‘단독상황’에서, 수비 진영 밖에서 ‘퍽 소유권’ 가지고 있는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제

외하고 지나갈 상대 선수가 없는데 걸리거나 뒤에서 반칙을 당해서,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가 방해 받는다면, 주심은 반칙당한 팀에게 다음을 주어야한다: 

- 페널티 슛 (PS)

d) 만약, 상대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나오고, 수비 진영 밖에서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 선수와 상대 골대 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걸리거나 뒤에서 반칙을 당해서, 상

당히 좋은 득점 기회가 방해 받는다면, 주심은 즉시 경기를 멈추고 다음을 주어야한다: 

- 득점

참조:

1. ‘단독상황’는 선수가 퍽을 완전히 소유하고 선수 자신과 상대 골키퍼 또는, 만약 골

키퍼가 얼음판에서 나갔을 경우, 골대 사이에 상대 선수가 없는 상황으로 정의되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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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퍽 소유권’은 스틱으로 퍽을 모는 행동이다. 만약 퍽을 모는 도중 다른 선수나 그 

선수의 장비에 닿아서 골대를 맞거나 빗겨갔을 때, 선수는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다.

3. 주심은 공격 팀이 퍽 소유를 잃기 전까지 경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4. 퍽 위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페널티 슛이나 골을 부여할 때 퍽은 완전히 수비 블

루라인 밖에 있어야만 한다.

5. 이 규칙의 의도는 뒤에서 반칙당한 이유로 인해 잃게 된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반환하는 것이다.

1028 인터피리언스(방해)

a) 퍽 소유권이 없는 상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한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선수벤치(팀석)나 페널티벤치(페널티석)에 있는 선수가 스틱이나 몸으로 경기 진행 

중 얼음판 위 상대 선수의 퍽 움직임을 방해하면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c) 상대 골키퍼가 골 크리스 안 있는 동안, 스틱이나 몸으로, 골키퍼의 진행을 방해하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d) 만약,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나왔을 때, 팀 관계자를 포함한 그의 팀 구성원이, 그의 

스틱, 어떤 다른 물건, 또는 그의 몸으로, 상대 선수의 퍽 움직임을 방해한다면, 주심은 

반칙당한 팀에게 다음을 주어야한다:

- 골

참조:

1. 이 규칙은 인터피리언스(방해)를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 상대 선수 손에 있는 스틱을 쳐서 떨어뜨리기

- 스틱을 잃은 선수가 다시 스틱을 가지려는 걸 방해

- 퍽을 가진 상대 선수를 향해 버려지거나 부러진 스틱이나 물건을 치거나 던지기

2. 골키퍼를 제외하고, 퍽을 만진 마지막 선수가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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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 선수가,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고, 고의로 골 크리스 안에 서 있는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 시키고 이어지는 페이스오프를 중립 지역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행되

어야한다.

e) 만약 공격 선수가 경기를 하려고 그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상

대 골키퍼와 마주하게 위치시키고 골키퍼를 방해하고/거나 산만하게 하는 목적으로 골

키퍼의 얼굴 앞에서 팔이나 스틱을 흔드는 것과 같은 행동에 관여한다면, 공격 선수가 

골 크리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주심은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29 슬래싱(휘두르기)

a) 스틱으로 슬래싱을 해서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하려고 하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b) 슬래싱을 해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주심의 재량으로, 페널티가 부과

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c) 언쟁 과정에 다른 선수에게 스틱을 휘두르는 선수는, 주심의 재량으로,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1. 주심은 실제로 상대 선수를 때리지 않고 그에게 스틱을 휘두르거나, 상대 선수를 위

협하는 물건으로 퍽을 향해 과격하게 휘드르는 선수에게 슬래싱 페널티를 부과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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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만약 퍽을 가지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스틱 치는 걸 한정한다면 퍽을 가진 사람

의 ‘탭핑 스틱’은 슬래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30 스피어링(찌르기)

a) 상대 선수를 "찌르려고 시도"하는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과되어야한다:

- 더블 마이너 페널티 + 미스컨덕 페널티 (2′+2′+10′)

b) 상대 선수를 찌르는 선수에게, 주심의 재량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 매치 페널티 (MP)

c) 스피어링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선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스피어링 시도’는 스피어링 자세가 취해졌지만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

함해야한다.

‘스피어링’은 스틱을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잡고 있든 아니든 스틱 블레이드(날) 끝으로 

상대 선수를 찌르는 행동이다.

1031 티잉

a) 썰매 앞 반경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를 차징하거나 골 크리스에 있는 

상대 골키퍼를 차징하는 선수는,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or

매치 페널티 (MP)

티잉은 썰매 앞 반경의 어떤 부분으로 상대 선수에게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로 정의한

다.

1032 트리핑 개정

a) 스틱 또는 팔로 상대 썰매 또는 날을 밀거나 당기거나 방해하여 상대 선수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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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거나 무게중심을 잃거나 썰매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한 선수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 마이너 페널티 (2′)

or

- 메이저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5′+GM)

다른 페널티들

1033 선수에 의한 심판 욕설과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

a) 만약 어떤 선수가:

1. 페널티를 부과 받았을 때, 페널티벤치나 탈의실로 곧장 가지 않을 경우

2. 얼음판 밖에 있는 동안, 심판이나 사람에게 무례한 용어를 쓰거나 속되거나 욕을 할 

경우

3. 얼음판 밖에 있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방해할 경우. 그리고 선수가 확인 가

능한 경우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그리고 선수가 확인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의 팀이 페널티를 받는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b) 선수에게:

1. 경기 도중 심판의 판정에 대해 도전하거나 논쟁하는 경우

2. 심판이 퍽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퍽을 멀리 치는 경우

3. 주심이 다른 심판에게 보고하는 동안 주심 크리스에 들어가거나 남아 있는 경우 페

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추가적인 논쟁의 경우,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c) 만약 얼음판 위에 있는 선수가:

1. 벤치 주변을 제외하고 게임 중이나 전, 후에 얼음판 위나 빙상장 내 어느 곳에서 무

례한 용어를 쓰거나 속되거나 욕을 하는 경우

2. 아무 때나 스틱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드를 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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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움 또는 언쟁 뒤 장비 회수로 지연하거나 페널티벤치(페널티석)으로 곧장 바로 가

지 않는 경우

4. 페널티를 유발하도록 상대 선수를 집요하게 선동하는 경우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

되어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d) 만약 얼음판 위에 있는 선수가 이전에 미스컨덕 페널티 받은 행동을 집요하게 계속

한다면,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e) 인종차별 발언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해 욕한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f) 어떤 선수가:

1. 심판을 손이나 스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손이나 스틱 또는 몸으로 잡

거나 밀거나 체킹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슬래싱하거나 침

을 뱉는 경우

2. 경기 진행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방해하거나 유해하게 하는 경우

3. 경기 전, 후 또는 도중에 얼음판 또는 밖이나 빙상장 내 어떤 곳에서 무례한 손짓이

나 몸짓을 어떤 심판 또는 사람에게 한 경우

4. 얼음판 또는 빙상장 내에 있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경우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

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g) 만약 얼음판 밖에 있고, 확인된 선수가,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선수 또는 페널티벤

치(페널티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던진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자동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2′+GM)

h) 만약 얼음판 밖에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선수가,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선수 또는 페

널티벤치에서 경기장 안으로 던진다면, 그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1. 이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심은, 많은 경우에, 다음 선택을 한다:

a. 선수벤치(팀석)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지만, 경기장 밖이며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에

게 영향을 미치는 반칙에 대한 벤치 마이너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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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기장이나 페널티벤치 및 반칙한 선수가 손쉽게 확인 가능한 곳에서 발생하는 반

칙에 대한 미스컨덕 페널티

2. 선수 글러브와 스틱 또는 다른 장비는 팀원에 의해 페널티벤치에 있는 선수에게 전

달되어야한다.

1034 팀  관계자에 의한 심판 욕설과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

a) 만약 어느 팀 관계자가:

1. 심판이나 사람에게 무례한 용어를 쓰거나 속되거나 욕을 하는 경우

2. 경기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는 경우

3. 아무 때나 스틱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드를 치는 경우, 해당 팀에게 페널티를 부과되

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팀 관계자가 어떠한 형태의 미스컨덕를 계속하거나 저지른다면 팀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c) 인종차별 발언이나 다른 민족에 대해 욕한 팀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d) 어떤 팀 관계자가:

1. 심판을 잡거나 때린 경우

2. 경기 진행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방해하거나 유해하게 하는 경우

3. 경기 심판에게 침을 뱉는 경우

4. 무례한 손짓이나 몸짓을 어떤 심판 또는 사람에게 한 경우 해당 팀 관계자에게 페

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e) 만약 확인된 팀 관계자가 선수벤치(팀석)에서 경기장으로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던

지면, 해당 팀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그리고 선수 팀은: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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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만약 확인되지 않은 팀 관계자가 선수벤치(팀석)에서 경기장으로 스틱이나 다른 물

건을 던지면 그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츠 마이너 페널티 (2′)

1035 부러진 스틱 개정

a) 스틱이 부러진 선수나 골키퍼는 얼음판으로 던져지는 스틱을 받을 수 없지만, 그의 

벤치로 가지 않고 팀원으로부터 스틱을 받을 수 있다.

b) 스틱이 부러진 선수는 교체를 위해 벤치로 가고자 스틱의 픽 부분을 사용할 수 있

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선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가 경기에 참여한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c) 골키퍼는 경기가 중단되거나 합법적으로 새 스틱을 받을 때까지 부러진 스틱을 가

지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d) 만약 골키퍼가 그의 스틱을 교체하기 위해 경기 중단 동안 벤치로 가고 경기를 재

개하기 돌아간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그러나, 골키퍼가 교체된다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e) 경기 중 골키퍼는 벤치로 가고 그의 스틱을 변경하는 것이 허락된다.

f) 만약 선수가 대체 스틱을 선수나 골키퍼에게 주는 중 경기에 참가한다면 그에게 페

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 ‘부러진 스틱’은,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틱이다.

2. 스틱 없이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g) 만약 스틱이 부러진 선수가 페널티벤치에 팀원으로부터 경기 중 스틱을 받는다면, 

스틱을 받은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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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주장과 부주장의 항의

a) 만약 주장이나 부주장이 페널티에 대해 불평을 하러 온다면, 그가 얼음판 위에 있었

든 아니면 그가 선수벤치(팀석)에서 왔던, 주심의 판단으로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

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1037 경기 지연 – 장비 조정

a) 선수 장비와 유니폼 수리 또는 조정의 이유 때문에 경기가 멈추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선수는 얼음판을 나가야한다.

b) 골키퍼의 장비나 유니폼 수리 또는 조정의 이유에 의해 경기가 멈추거나 지연되어

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골키퍼는 얼음판을 나가야하고 즉시 다른 골

키퍼로 교체되어야한다.

c)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선수나 골키퍼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38 경기 지연 – 골대 움직임

a) 일반적인 골대 위치에서 고의적으로 골대를 이탈시키는 선수나 골키퍼에게 페널티

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경기 끝나기 2분 전, 또는 연장전에서 수비 선수나 골키퍼에 의해 수비 진영에서 일

어나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줘야한다:

- 페널티 샷 (PS)

c) 만약 상대 선수가 그와 골키퍼 사이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

고,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가질 때 선수나 골키퍼가 일반적인 골대 위치에서 고의적

으로 골대를 이탈시킨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줘야한다:

- 페널티 샷 (PS)

d) 만약 수비 팀 선수가 고의로 골대를 이탈시킨다면, 그리고, 주심의 재량으로, 골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퍽이 골대로 들어갔다고 여겨지거나, 명백히 곧 골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골키퍼가 얼음판을 나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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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팀이 의도적으로 골대를 움직인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줘야한다:

- 골

e) 만약, 골키퍼가 얼음판 위에 없고, 상대 선수가 그와 골대 사이에 아무도 없는 상태

로 퍽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팀 선수가 일반적인 위치에서 골대를 이탈시킨다

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줘야한다: 

- 골

f) 만약 언제든지 페널티 슛 과정 중(선수가 슛을 시작하기 위해 주심이 호각을 불 때 

시작하는)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골대를 움직이거나 이탈시킨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

은 팀에게 줘야한다: 

- 골

1039 경기 지연 – 부상 선수의 얼음판 퇴장 거부

a) 얼음판 퇴장을 거부하는 부상 선수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40 경기 지연 – 퍽의 움직이는 상태 유지

a) 퍽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수비 진영에서 퍽을 소유하고 있는 팀은 다음을 

제외하고 상대 골대를 향해 퍽을 전진시켜야한다:

1. 퍽을 그의 팀 골대 뒤로 가져갈 때

2. 만약 상대 팀 선수에 의해 그것이 방해 받을 때

3. 만약 팀이 인원 부족일 때

b) 수비 진영을 넘은 선수가, 그의 팀이 인원 부족인 상태를 제외하고, 경기를 지연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하지 않거나 그의 수비 진영으로 퍽을 가지고 되돌아서는 안 된

다.

첫 반칙의 경우, 주심은 다음을 부과해야한다:

- 반칙 팀의 주장에게 경고

같은 피리어드에 두 번째 반칙의 경우,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World Para Ice Hockey Rulebook 2018-2022 86

c) 상대 선수에게 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스틱이나 썰매 또는 몸으로 보드를 따라 퍽

을 가지거나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경기 중단을 야기하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

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41 경기 지연 – 늦은 정렬

a) 만약 팀이, 휴식시간 끝난 후, 피리어드(또는 연장전)을 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

수 인원이 얼음판 위에 정렬하지 않는다면, 그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1042 경기 지연 – 득점 후 1회 이상의 교체

a) 만약 팀이 득점한 후 얼음판에 1명 이상을 교체한다면, 그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

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1043 경기 지연 – 경기장 밖으로 슛팅 또는 퍽 던지기

a) 선수나 골키퍼가, 그의 수비 진영에 있는 동안, 유리가 없는 곳은 제외하고, (반향 

되지 않는)경기장 밖으로 그의 손이나 스틱 이용해 직접 슛하고, 던지거나 칠 때, 그에

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선수나 골키퍼가 손이나 스틱을 이용해 퍽을 선수벤치(팀석)(또는 페널티벤치(페널티

석) 만약 그 곳에 보호 유리가 없다면)로 슛하고, 던지거나 칠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아야한다. 

c) 선수나 골키퍼가 손이나 스틱을 이용해 퍽을 유리를 넘기고, 팀석(또는 페널티벤치

(페널티석)) 뒤로 슛하고, 던지거나 칠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d) 경기 지연에 대한 마이너 페널티가 이 규칙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다면 경기 중 또

는 경기 중단 후 경기장 밖으로 퍽을 의도적으로 슛하거나 치는 선수 또는 골키퍼에게 

부과되어야한다. 

1044 경기 지연 – 페이스오프 절차 위반

a) 선수가 심판에 의해서 페이스오프에서 배제되고 같은 팀의 다른 선수가 ‘경고’ 후 

적절한 위치를 잡는데 지연이 될 때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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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페널티 (2′)

b) 페이스오프를 하지 않는 선수가 퍽이 떨어지기 전 페이스오프 원 안에 들어갈 때, 

그 팀의 페이스오프를 하는 다른 선수는 배제되고 교체되어야한다. 같은 페이스오프 동

안 두 번째 반칙의 경우,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45 다이빙

a) 주심의 판단으로, 반칙을 꾸미고, 노골적으로 넘어짐, 반응, 또는 행동에 의해 페널티

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부상을 가장하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46 부정 또는 위험한 장비

a) 선수나 골키퍼가:

1.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의 장비나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2. 비승인 장비를 착용한 경우

3. 비합법적이거나 위험한 썰매, 스틱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경우

4. 장갑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의 유니폼 아래, 그의 장비, 헬멧과 골키퍼 다리 보

호대를 입지 않는 경우

5. 맨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또는 손바닥 부분이 제거 또는 잘린 경기용 장갑을 

착용한 경우 얼음판에서 나가고 그의 팀에 ‘경고’가 발부되어야한다.

b) 주심은 만약 경기 중 착용된 개인 액세서리가 선수와 다른 참가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선수 또는 골키퍼에게 개인 액세서리를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러한 액세서리가 제거되기 어렵다면, 선수나 골키퍼는 개인 액세서리에 테이프를 붙이

거나 그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니폼 안에 안전하게 그것을 넣어야한

다. 이러한 경우, 선수 또는 골키퍼는 얼음판에서 나가고 그 팀에 ‘경고’가 발부되어야

한다.

- 반칙 선수는 비합법적인 장비가 고쳐지거나 제거되기 전까지 경기 참가 허락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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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에 언급된 규칙의 위반에 대해 같은 팀의 선수나 골키퍼가 두 번째 반칙을 한 

경우, 주심은 반칙 선수나 골키퍼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 미스컨덕 페널티 (10′)

d) 만약 주심이 그의 스틱 또는 그의 장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측정을 요청했을 때 선

수나 골키퍼가 그것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파괴한다면, 이 장비는 비합법으로 간주되어

야하고 선수나 골키퍼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미스컨덕 페널티 (2′+10′)

e) 만약 팀이 상대 팀의 어떤 장비에 대한 측정을 요청하고 항의가 인정된다면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개정

1) 스틱 측정

경기가 멈추었을 동안 아무 때나 팀의 요청에 의해 스틱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다른 장비의 측정

팀에 의해 장비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스틱 제외) 만약 요청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피리어드에 이루어지면, 장비는 다음 인터미션 동안 적절한 권한에 의해 측정된

다. 세 번째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에 이루어지는 요청은 즉시 측정된다. 모든 장비 측

정은 주심 또는 지정된 경기 심판에 의해 이루어진다.  

f) 만약 팀이 상대 팀의 어떤 장비에 대한 측정을 요청하고 항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g) 경기 중에 얼음판 위에 선수의 헬멧이 벗겨지거나 적절하게 턱 끈을 조여서 다시 

헬멧을 쓰지 않거나, 벤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에

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47 선수가 퍽 위로 넘어지는 경우

a) 만약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하고, 고의로 퍽 위로 넘어지거나 퍽을 잡고, 또는 몸 안

으로 퍽을 끌어안는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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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약, 페이스오프 하는 도중, 선수가 고의로 퍽 위로 넘어지고, 퍽을 몸 안으로 끌어

안거나, 상대 선수로부터 퍽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몸이나 썰매를 이용한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c) 만약 수비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하고, 퍽이 그의 팀 골 크리스에 있을 때 고의로 퍽 

위로 넘어지고, 퍽을 잡거나 몸 쪽으로 끌어안는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페

널티를 줘야한다:

- 페널티 슛 (PS)

d) 만약 상대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배제되고 퍽이 그의 팀 골 크리스에 있을 때 선수

가 고의로 퍽 위로 넘어지고, 퍽을 잡거나 몸 쪽으로 끌어안는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

은 팀에게 줘야한다:

- 골

슛을 막으려고 얼음판 위로 넘어지는 선수는 만약 퍽이 그의 밑으로 지나가거나 그의 

옷 또는 장비에 꽂히게 되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 거지만, 경기를 진행시키지 않기 위한 

손의 사용은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1048 골키퍼가 퍽 위에 넘어지는 경우 개정

a) 만약 골키퍼가 완전히 골 크리스 밖에 있고, 퍽이 골라인 뒤에 있거나 페이스오프 

원 양쪽 2개의 라인 너머에 있을 때, 고의로 퍽 위로 넘어지거나 퍽을 그의 몸 쪽으로 

끌어안고, 또는 골대 또는 보드 반대로 퍽을 잡거나 위치시킨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골키퍼가 압박상태가 아닌 경우 골라인과 해쉬 표시(그림36) 사이에 공간에서 

퍽 위로 넘어지거나 퍽을 그의 몸 쪽으로 끌어안는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

다:

- 마이너 페널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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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선수가 퍽을 손으로 다루는 경우

a) 골키퍼를 제외하고, 손으로 퍽을 꽉 잡거나, 움켜진 손을 퍽 위에 위치시키고, 상대 

선수에게 이점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골키퍼를 제외하고, 손으로 퍽을 얼음으로부터 들어 올리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

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c) 만약 골키퍼를 제외하고, 수비 선수가 골 크리스에서 손으로 퍽을 얼음으로부터 들

어 올리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줘야한다:

- 페널티 슛 (PS)

1. 골 크리스

2. 골키퍼는 그의 스틱으로 안전하게 경기할 수 없고 압박을 받을때에만 퍽을 멈추는 것이 허용된다.

3. 골키퍼는 퍽을 멈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36 이 그림은 IIHF의 허가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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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만약 골키퍼가 이 규칙의 ‘c’와 같이 얼음판 위에 있지 않으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

은 팀에게 줘야한다:

- 골

e) 선수는 그의 손으로 얼음판을 따라 퍽을 멈추고, 치거나 미는 것이 허락된다. 그렇

지만, 만약 공격 선수가 손으로 퍽을 치면, 선수나 골키퍼 또는 각 팀의 선수나 골키퍼

의 스틱 또는 심판을 맞고 빗나가더라도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

1050 골키퍼가 퍽을 손으로 다루는 경우

a) 골키퍼가 압박 상태가 아니라면, 퍽을 3초 이상 잡고 있는 골키퍼에게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골키퍼가 퍽을 앞으로 던지고 팀원이 퍽을 맨 먼저 다룬다면, 주심은 즉시 호

각을 불어서 경기를 멈추고 엔드 존에서 페이스오프가 이뤄진다: 

- 마이너 페널티 (2′)

c) 퍽을 고의로 그의 패드, 썰매나 장비에 떨어뜨리는 골키퍼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이 규칙의 목적은 퍽이 계속 진행되도록 유지하고 불필요한하게 경기 중단을 일으키는 

골키퍼 행동에 페널티가 부과하는 것이다.

1051 선수 교체 절차 위반

a) 팀이 할당시간 이후 교체를 시도하는 상황에, 주심은 선수를 다시 벤치로 보내고 그 

팀에게 ‘경고’를 발부해야한다.

b) 경기 중 언제든지 이 절차에 대한 추가 반칙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1052 관중 방해

a) 관중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는 선수에게, 주심의 판단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매치 페널티 (MP)

1053 선수의 페널티나 선수벤치의 이탈

a) 규칙 1054에 서술된 것 이외, 페널티벤치(페널티석)이나 선수벤치(팀석)를 비우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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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메이저, 미스컨덕 페널티를 초래하는 선수에게 자동적으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b) 만약 선수나 골키퍼가 비합법적으로 경기에 들어가 상대 선수와 골키퍼 사이에 아

무도 없는 상태로 퍽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방해한다면, 주심은 반칙당한 팀에게 다음

을 부여해야한다: 

- 패널티 샷 (PS)

c) 만약, 상대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배제되었을 때, 선수가 비합법적으로 경기에 들어가 

퍽을 가지고 있는 상대 선수를 방해한다면, 주심은 반칙당한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

다:

- 골

1. 만약 선수가 자기 실수나 페널티벤치(페널티석) 심판의 실수에 의해 선수벤치(팀석)

나 페널티벤치에서 비합법적으로 경기에 들어가면, 그가 비합법적으로 얼음판 위에 

있는 동안, 그의 팀에 의한 득점은 불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양 팀에게 부과된 페널

티는 수행되어야한다.

2. 만약 페널티벤치(페널티석) 심판의 실수로 인해 선수가 페널티벤치(페널티석)를 떠나

게 되면, 그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아야하지만 그가 다시 경기에 들어가면 

남은 그의 페널티 시간을 수행해야한다.

3. 페널티벤치(페널티석) 심판은 경기가 처음 멈출 때 시간을 기록해야 하고 주심에게 

알려줘야 한다.

1054 선수의 페널티벤치 이탈

a) 피리어드 종료를 제외하고, 그의 페널티 시간이 종료되기 전 페널티벤치를 나오는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언쟁이 발생하고 경기 중단 동안 위반이 발생한다면, 반칙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2′+GM) 그의 이전 페널티가 종료되고 수행

되어야한다.

c) 만약 페널티벤치(페널티석)에서 페널티를 수행 중인 선수가 페널티 수행 후 교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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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즉시 얼음판을 거쳐 그 자신의 선수벤치(팀석)로 가지 않으

면, 그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d) 심판 판정에 도전을 목적으로 페널티벤치(페널티석)에 들어간 선수가 그의 페널티가 

종료되기 전에 페널티벤치(페널티석)를 나가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2′+GM)

1055 선수의 언쟁 중 벤치 이탈

a) 선수는 언쟁 중 언제든지 선수 또는 페널티벤치(페널티석)를 나가서는 안 된다.

b) 언쟁 중 선수 또는 페널티벤치(페널티석)를 처음으로 나가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 더블 마이너 페널티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2′+2′+GM)

c) 언쟁 중 선수 또는 페널티벤치(페널티석)를 나가는 선수 또는 선수들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 미스컨덕 페널티 (2′ + 10′)

1. 만약 선수 교체 중 언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언쟁 이전에 이뤄진 교체는 허용되어

야한다.

2. 만약 양 팀 선수가 동시에 각자의 벤치에서 나간다면, 이 규칙 아래에서 각 팀의 첫 

이탈 선수는 페널티를 부과 받을 것이다.

3. 그의 선수벤치(팀석)를 이탈한 첫 선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심은 라인즈맨

과 장외심판과 상의해야한다.

4. 이 규칙 아래에서 각 팀 당 최대 5번의 미스컨덕이나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다.

1056 출혈 감염 예방

a) 피가 나거나 다른 선수의 피로 뒤덮인 선수는 부상 선수로 간주되며 치료와 세탁을 

위해 얼음판에서 나가야한다. 만약 그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이런 선수는 다음과 같다면 얼음판으로 복귀가 허락되어야한다:

1. 상처가 완전히 봉해졌고 적절한 붕대로 감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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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가 선수로부터 제거되고 그의 장비와 유니폼가 대체되거나 적합하게 세탁된 경우

b) 만약 얼음 표면, 빙상장 시설이나 어느 물체에 피가 묻었다면, 주심은 처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빙상장 직원에 의해 피가 제거됨을 보장해야한다.

1057 팀 관계자의 선수벤치 이탈

a) 주심의 허락 없이 피리어드 중간에 얼음판에 들어가는 팀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

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부상이 선수에게 발생하고 경기 중단 시, 팀 의사(또는 지정된 자)는 부상 선수를 진찰

하기 위해 얼음판에 갈 수 있다.

1058 경기 시작 거부 – 팀이 얼음판 위에 있는 경우

a) 만약, 양 팀이 모두 얼음판 위에 있고 주심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한 팀이 

경기 시작을 거부한다면, 주심은 주장에게 경고하고 팀이 경기를 시작하거나 재개할 

30초를 허락해야한다.

b) 만약, 그 시간 종료 시점에, 그 팀이 여전히 경기를 거부한다면, 주심은 페널티를 부

과해야한다:

- 벤츠 마이너 페널티 (2′)

c) 만약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몰수경기를 선언하며 

이 사건은 보고되어야한다:

- 적합한 대회 주최 또는 관련 협회

1059 경기 시작 거부 – 팀이 얼음판 위에 없는 경우

a) 만약, 얼음판 위에 있지 않은, 팀이 주장, 매니저, 코치를 통해 경기 시작을 명령 받

았을 때 얼음판으로 가지 않으면, 주심은 거부 팀에게 경기 재개할 2분을 주어야한다.

b) 만약 팀이 2분 내 경기를 재개하면, 주심은 반칙 팀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c) 만약, 해당 시간 종료 시점에, 그 팀이 여전히 얼음판에 가지 못하면, 주심은 반칙하

지 않은 팀에게 몰수경기를 선언하고 경기 후 즉시 관련 대회 주최 또는 관련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1060 경기장 밖으로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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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틱 또는 스틱의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경기장 밖으로 던지는 선수나 골키퍼

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게임 미스컨덕 페널티 (GM)

1061 경기장 안으로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경우

a) 얼음판 위에 또는 벤치에 있고 스틱이나 스틱의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슛하거

나 던지는, 또는 그의 팀 공격 진영 또는 중립 지역에서 퍽 또는 퍽을 가진 자 방향으

로 스틱 또는 스틱의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향한(몸의 어떤 부분과 함께), 선수나 

골키퍼 또는 팀 관계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or

- 벤치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선수, 골키퍼 또는 팀 관계자가 그의 수비 진영에서 이 규칙 a)에서 서술된 행

동을 저지른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다:

- 페널티 샷 (PS)

c) 골키퍼가 스틱 또는 스틱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고의로 골 앞에 놓고, 골키퍼

가 얼음판 안 또는 밖에 있는 동안 퍽이 이러한 물건을 맞았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

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다:

- 골

d) 만약 얼음판 위에 있는 선수 또는 골키퍼가 스틱 또는 스틱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

건을 던지고, 슛하거나 향하게 하고, 경기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페널티는 선수 또는 골

키퍼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e) 얼음판 위에 , 또는 벤치에 있는 선수/골키퍼, 또는 팀 관계자가 스틱 또는 스틱 어

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거나 슛하고, 또는 골키퍼가 얼음판에 나가 있을 때 어

떤 진영에서든 퍽 또는 퍽을 가지고 있는 자 방향으로 스틱 또는 스틱 어떤 부분이나, 

다른 물건을 향하게 했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다:

- 골

f) 선수 또는 골키퍼가 스틱의 부러진 부분을 빙상장 측면으로(보드 넘어가 아닌) 던지

면서 포기하고 이런 방식이 경기 또는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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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아야한다.

참고: 상대 선수에 의해 퍽 또는 퍽을 가진 자 방향으로 스틱 또는 스틱의 어떤 부분, 

또는 다른 물건을 던지고, 슛하거나 향하게 하는 순간에 퍽 또는 퍽을 가진 자의 위치

는 마이너 페널티를 부과할지 페널티 슛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골키퍼가 얼

음판에서 나갔을 때, 이 규칙집 e)를 참조하세요.

1062 브레이크어웨이(단독 찬스) 상황에서 스틱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경우

a) 선수가 그의 수비 진영 밖에서 퍽을 소유하고, 골키퍼를 제외하고 통과할 상대 선수

가 없으며, 팀 관계자를 포함한 상대 팀의 구성원이 스틱, 스틱 어떤 부분, 또는 다른 

물건을 던지거나 슛 하거나 퍽 또는 퍽을 가진 자를 향하게 할 때, 주심은 반칙하지 않

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다:

- 페널티 슛 (PS)

 1. 퍽의 위치는 이 예에서 결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퍽은 페널티 슛 또는 골을 부여하

기 위해 완전히 수비 진영 블루라인 밖에 있어야한다.

b) 이 규칙 a)에서 서술된 행동이 골키퍼가 얼음판에서 나가고 선수의 수비 존 밖에서 

퍽을 소유한 선수에게 저질러질 때,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

다:

- 골

1063 얼음판 위 선수 인원 초과

a) 만약, 경기 중 언제든지 팀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수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가진다면, 그 팀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

- 벤츠 마이너 페널티 (2′)

b) 만약, 경기 종료 2분 전 및 연장전에 의도적인 비합법 교체(too many players on 

the ice)가 이뤄진다면, 주심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다음을 부여해야한다:

- 페널티 샷 (PS)

1064 골키퍼 페널티

골키퍼 페널티 절차는 규칙 1010에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골키퍼에 대한 구체적

인 페널티는 다음에 규칙에 대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1008 페널티 슛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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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부러진 스틱

- 1037 골대 이탈

- 1039 퍽의 움직이는 상태 유지

- 1042 경기장 밖으로 스틱이나 다른 물건 던지는 경우

- 1047 퍽 위로 넘어지는 경우

- 1049 퍽을 손으로 다루는 경우

- 1059 ~ 1060 스틱이나 다른 물건 던지는 경우

- 1064 중앙 레드라인을 넘은 골키퍼

- 1065 경기 중단 시 선수벤치(팀석)로 가는 골키퍼

- 1066 언쟁 중 골 크리스를 비우는 골키퍼

- 1067 골대 그물에 퍽을 떨어뜨리는 골키퍼

1065 센터 레드라인을 넘는 골키퍼

만약 골키퍼가 중앙 레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에 참여 한다면,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골키퍼 날의 위치가 이 규칙의 목적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1066 경기 중단 시 선수벤치로 가는 골키퍼

a) 만약 경기 중단 시, 교체되거나 타임아웃 중을 제외하고, 골키퍼가 선수벤치(팀석)로 

간다면, 그의 팀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67 언쟁 중 골 크리스를 비우는 골키퍼

a) 만약 골키퍼가 언쟁 중 그의 클리스의 주변을 벗어난다면, 심판에게 지시 받지 않는 

한, 그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 마이너 페널티 (2′)

1068 골대 그물에 퍽을 떨어뜨리는 골키퍼

a) 만약 골키퍼가 경기 중단을 초래하기 위해 골대 그물에 퍽을 떨어뜨리면, 그에게 페

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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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페널티 (2′)

1069 골키퍼 보호

a) 골키퍼가 골 크리스 안에 있고 득점이든 아니든 공격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와 

접촉한 경우, 공격 선수에게 적절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b) 골키퍼가 단지 골 크리스 밖에 있다고 해서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공격 선수가 골

키퍼와 불필요한 접촉을 한 모든 경우에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규칙 1016을 보세

요). 만약 공격 선수가 골키퍼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고 타당한 노력을 한다면 골 

크리스 밖에서 경기하는 골키퍼와의 우연적 접촉은 허용되어야한다.

c) 골키퍼가 골 크리스 밖에서 경기하고 나서 우연을 제외하고 공격 선수의 행동 때문

에 골 크리스로 돌아가는 걸 방해 받는다면, 이러한 선수에게 적절한 페널티가 부과되

어야한다.

d) 만약 골키퍼가, 크리스 밖 행동에 의해, 경기하려고 하는 공격 선수를 방해한다면,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

e) 만약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를 골키퍼와 충돌시키려고 그를 떠밀거나 반칙 하는데, 

공격수가 골키퍼와의 이런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타당한 노력을 한 경우, 이러한 접

촉은 공격 선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f) 그러나, 공격 선수가 골 크리스 안에 서 있는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페이스오프가 

중립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페이스오프 자리에서 이뤄져야한다. 

1. 이 규칙에 관한 모든 선언은 주심의 판정에 엄격한 근거 되어야한다.

2. 골키퍼와 공격 선수 사이에 우연한 ‘접촉’이든 그렇지 않은 ‘접촉’이든 ‘접촉’은 스틱 

또는 몸의 어떤 부분과 관련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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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심과 라인즈맨 신호

주심 신호

보딩 – 규칙 1014

가슴 앞에서 주먹 쥔 한 손으로 반대 손바닥 치기.

버트-엔딩 – 규칙 1015

움직이는 한 팔뚝 아래로 다른 팔뚝이 엇갈리는 동작. 위 손은 펴고 아래 

손은 주먹.

선수 교체 신호 – 규칙 705

주심은 원정 팀에게 선수 교체시간 10초 허용한다. 10초 후, 주심은 원정 팀

이 더 이상 교체할 수 없다고 표시하는 팔을 들고 홈 팀이 선수 교체하는 

10초를 가진다.

차징 - 규칙 1016

가슴 앞에서 주먹 쥔 손을 서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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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체킹 - 규칙 1017

어깨 높이로 가슴에서 완전히 내밀어진, 손바닥을 펴고 몸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양 팔을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

크로스-체킹 - 규칙 1019

약 0.5미터 거리 정도로 가슴에서 내밀면서, 양 팔을 주먹 쥐고 앞, 뒤로 

움직이는 동작

페널티의 지연된 선언 – 규칙 1012

펼쳐진 호루라기 없는 팔을 머리 위로. 한번 선수를 가리키고 가능하며 그

리고 나서 머리 위로 팔을 펼친다.

엘보잉 - 규칙 1020

아무 팔꿈치를 반대 손으로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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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 안에 퍽 - 규칙 907

퍽이 정식으로 들어간 골에 한쪽 손으로 가리킨다.

핸드 패스 - 규칙 914

손바닥을 펴고 미는 동작

하이 스티킹 - 규칙 1024

두 손을 주먹 쥐고 즉시 이마 높이에 한 손 그리고 다른 손은 그 위로.

홀딩 - 규칙 1025

가슴 앞에서 아무 손목을 다른 손으로 움켜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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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잡기 - 규칙 1026

보통 당신이 두 손으로 스틱은 잡는 것처럼 표시하

는 신호 다음 두 가지 신호.

후킹 - 규칙 1027

마치 무언가를 앞에서 배 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양

손으로 끌어당기는 동작

인터피리언스 - 규칙 1028

가슴 앞에서 두 주먹을 움직이지 않게 팔 엇갈리기

매치 페널티 - 규칙 1006
머리 정수리를 손을 펴고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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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컨덕 페널티 - 규칙 1004, 1005

두 손 허리에.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과 같은 신호

10분 미스컨덕, 경기

페널티 슛 - 규칙 1008

머리 위에서 두 팔을 교차. 경기 중단 시 신호 제시.

러핑 - 규칙 1022

주먹을 쥐고 몸의 한쪽으로 팔을 핀다.

슬래싱 - 규칙 1029

반대쪽 팔뚝과 한 손 끝으로 교차하여 자르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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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링 - 규칙 1030

몸 앞으로 즉시 두 손을 내밀고 찌르는 동작하며 몸 쪽으로 손을 떨어뜨

림.

티잉 - 규칙 1031

가슴 앞에서 주먹 쥔 한손으로 반대 팔뚝을 침.

작전 타임- 규칙 602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써서 ‘T’자 형성.

얼음판 위에 인원 초과 - 규칙 1063

가슴 앞에서 여섯 손가락(한 손은 피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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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목 부분 체킹 – 규칙 1018

손바닥을 펴서 머리 옆쪽으로 측면 움직임.

워시 아웃

어깨 높이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몸 앞 쪽에서 양 

팔을 교차하여 측면으로 쓸어내는 동작:

- 주심에 의해 ‘골 아님’, ‘핸드 패스 아님’, ‘퍽 하이 스티킹 

아님’ 신호.

- 라인즈맨에 의해 ‘아이싱 아님’ 신호.

- 확실한 상황에 ‘오프사이드 아님’ 신호.

경기 지연 – 규칙 1037-1044

호각 없는 손을, 손바닥 펴고, 가슴을 가로질러 

위치시키고 몸에서 밖으로 어깨로부터 폄.

트리핑 – 1032

주먹을 쥔 위쪽 손은 가슴 앞에 둔다. 아래쪽 손

을 앞으로 펼치면서 위쪽 손과 교대한다. 손바닥

은 펼쳐져 있고 아래를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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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오프사이드 - 규칙 904

호각 없는 팔을 머리 위로 쭉 폄.

라인즈맨은 지연된 오프사이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그 팔을 옆으로 내

림.

아이싱 - 규칙 905 - 906

뒤쪽 라인즈맨(이심제일 때는 주심)이 머리 위로 아

무 팔을 완전히 폄으로써 가능성 있는 아이싱을 신

호. 앞쪽 라인즈맨이나 주심이, 아이싱을 나타내는 

호각을 불거나 아이싱이 워시아웃 될 때 까지 팔은 

올려진 채로 유지되어야함.

일단 아이싱이 선언되면, 뒤쪽 라인즈맨은 가슴 앞

에서 먼저 두 팔을 교차하고 적합한 페이스오프 자

리를 가리키고 거기로 스케이트해서 간다.

오프사이드 - 규칙 903

심판이 먼저 호각을 불고 나서 블루라인 쪽으로 가리킨다.

라인즈맨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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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측정 도구 및 기준

1. 썰매 높이 측정

아래의 측정 도구는 최대 높이 9.5cm와 최소 8.5cm로 아무 재질로 디자인 될 수 있다. 안정성으 

위해 도구는 길이 15cm와 2cm 넓이로 추천된다.  

적절한 프레임 측정을 위하여

§ 평평한 곳에 썰매를 놓는다.

§ 버킷 가운데에 압력을 가한다.

§ Run/slide 측정 도구는 평평한 표면을 따라. 프레임은 8.5cm 보다 낮을 수 없고 9.5cm보다 높을 수 없

다. 

2.원통형 모양의 지름 측정

원통형 모양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세그모미터(Segmometer)를 반드시 사용한다.

3. 썰매 길이 측정 기준

썰매 길이 측정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썰매는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 버킷을 위치시킨다.

 b) 아무 재질로 된 딱딱한 블록이 위치되고 프레임의 앞쪽을 댄다.

 c) 측정 테이프는 아래의 그림처럼 프레임의 앞쪽에서부터 바닥을 따라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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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픽 측정 도구

픽 측정 도구는 어떠한 재질로 디자인 될 수 있다. 도구는 반드시 1cm 높이어야 하며 4mm의 ‘픽 끝’에 

이빨의 깊이를 나타내야한다. 

5. 스틱 커브 측정 도구

 a) 측정 테이프

스틱은 픽이 테이블 바깥으로 향하도록하고 평평한 표면에 수평으로 위치시킨다. 스틱은 사진처럼 커브가 

아래를 향하도록 위치시킨다.

그림처럼 날의 아래 부분에서 높이를 축정. 힐과 토 사이의 높이는 1.5cm보다 크면 안 된다. 스틱 날의 

힐은 날이 위로 커브할 때, 평평한 표면에 위치했을 때 날이 아래를 향했을 때가 포인트이다. 

부록2 : 규칙 변경

1. 개요

이 문서의 목적은 현존하는 비장애인 하키 심판에게 파라 아이스 하키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파라아이스

하키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 아이스하키와 같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판정을 하는데 있어 다른점이 있다.

이 문서는 주요 규칙 변경사항, 포지셔닝 차이, 그리고 기타사항을 보여준다.

2. 주요 규칙변경

명백한 이유로, kneeing penalty(니잉 패널티)는 규칙집에서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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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1031 – Teeing(티잉): 티잉은 비장애인 하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칙집에 추가되었다. 티잉은 

선수가 썰매 앞 반경 어떤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를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모든 접촉 상황

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이 티잉이 일어날 때는 썰매의 앞쪽으로 큰 충격을 가할 때다. 이는 심각한 

부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안전을 위함이다.  

Rule 1032 – Tripping (트리핑): 스틱 또는 팔로 상대 썰매 또는 날을 밀거나 당기거나 방해하여 상

대 선수를 넘어뜨리거나 무게중심을 잃거나 썰매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한 선수

Rule 1035 – Broken stick(부러진 스틱):  스틱이 부러진 선수는 교체를 위해 벤치로 가고자 스틱의 

어느 부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선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

아야 한다.

Rule 1025 – Holding an opponent(상대 선수 잡기): 상대 선수 잡기는 슬레지 하키에서 가장 흔한 패널

티 이다. 상대 선수를 잡는 것은 탄력을 잃게 만든다. 잡기는 팔, 썰매, 몸, 머리, 그리고 스틱까지 해당된

다.

Rule 1015 – Butt-ending(버트 엔딩): 버트 엔딩은 선수의 스틱에 뾰족한 픽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

다. 이 픽은 선수가 아이스를 활주하는데 사용되지만 가끔은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스

틱 사용에 신경을 써야한다. 

Rule 1047(b) - Falling on the puck by a player(선수가 퍽 위로 넘어지는 경우): 페이스오프 상황에서 자

주 선수들은 팀에게 퍽을 패스하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퍽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퍽 위로 넘어진다. 

이는 적절한 마이너 패널티가 부과된다. 

Rule 903 – Offside(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결정 요인은 1. 퍽의 위치 2. 선수 날의 위치이다. 퍽이 라인

을 넘을 시점에 선수의 날은 썰매 아래 위치해야 하며 블루라인을 접촉해야한다. 

Rule 1007 – Penalty Shot(패널티샷): 이 규칙은 ‘뒤에서부터’의 정의가 나와 있는 참조3를 제외하고 IIHF 

규칙집과 같다. ‘뒤에서부터’는 선수의 썰매의 위치가 아닌 선수 몸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선수의 썰매

가 어떠한 이유에서 상대방 썰매 옆에 오게 되더라도 선수의 몸이 상대방 뒤에 있다면 패널티샷이 제공

된다. 

Rule 705(b) - Change of players procedure during stoppage of play(경기 중단 동안 선수 교체 절차): 

선수가 썰매위에 있기 때문에  어웨이팀가 홈팀에게 5초가 아닌 1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페이스오프를 

하는 라인즈맨이 퍽을 떨어뜨리기 전에 5초를 허용할 것이다. 

Rule 902 (b) - Procedure for conducting face-off(페이스오프 시행 절차): ‘선수는 빙상장의 측면보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들의 썰매를 페이스오프 자리 바깥쪽에 두고, 페이스오프 자리의 흰 부분 얼음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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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들의 스틱 블레이드(날)를 위치시킨다.’ 센터맨은 그들의 상대처럼 같은 방법 또는 반대 방향으로 직

면할 수 있다. 상대선수로 페이스오프를 위해 퍽을 떨어뜨린 후 백아웃(back out)을 시도하기 전에 뒤에 

있는 윙선수(winger)를 조심해야 한다. 

3. 포지셔닝 절차 및 판단

Staying on top of the play: 심판은 경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 골네트 뒤를 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

다. 쿼터 가까이에서 선수들이 퍽을 두고 경쟁하고 있을 때는 홀딩(상대 선수를 잡거나 썰매를 잡는 경

우), 픽으로 상대 찍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선수들이 썰매에 앉아 있는 중

에는 아이스 표면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손과 스틱은 상대로부터 숨길 수 있어서 심판은 경기의 바로 위

에 있어야 한다. 이는 경기가 흐를 때도 적용된다. 브레이크아웃 패스를 엔드존 코너에서 부터 반대쪽 얼

음판에 있는 브레이킹 선수에게 하는 것을 보면 누트럴 존을 넘어서 경기의 가장 위(top)에 있어야 한다. 

Moving out from the boards: 브레이크아웃 또는 경기가 누트럴존으로 진행될 때 심판은 오픈 아이스를 

찾아야 한다. 썰매 위에 있는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 보다 공간을 더 차지해서 심판은 보드로부터 움직

이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며 존을 벗어나기 위해 센터로 가까이 가야한다. 

Line change procedure: 엔드존에서 라인 변경 절차를 시행할 때 심판은 엔드존 코너에서 나와야 하며 누

가 오는지 벤치를 살펴야 한다.  

Face-offs: 심판은 선수의 눈높이에 맞춰 퍽을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심판이 퍽을 떨어뜨릴 때 선수들

이 올려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Body checks: 선수가 상대방을 바디체크할 때 바디 체크는 반드시 어깨로 해야 한다. 종종, 선수가 팔꿈치 

또는 전완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는 체크당한 선수에게 ‘clothesline’ 영향으로 처벌 받는다. 

Judgment on icings: 그/그녀가 수비선수(골키퍼 제외)가 퍽이 골라인을 넘기 전에 플레이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싱일 때 판정에 다른 뜻을 사용해야 한다. 썰매에 있는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처럼 빨

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판정을 사용한다. 

Skating backwards: 뒤로 진행 할 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선수를 살펴야한다. 만약 뒤로 스케이팅을 하는 

동안 선수를 마주치면 가장 위(top)에서 경기하는 것을 멈춘다. 

Linemen standing outside the blue line: 라인즈맨은 경기가 공격존에서 이루어 질 때 신경써야한다. 수

비수는 가끔 누트럴 존으로 꺾어서 뒤로 가고 보드를 따라서 공격존으로 다시 가기도 한다. 라인즈맨은 

수비수에게 누트럴 존으로 움직이거나 보드로부터 움직이면서 공간을 제공한다.  

Never, ever jump! 심판은 절대 뛰면 안 되며 가장 위(top) 선수에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 심판은 스케이

트의 날이 선수의 머리 높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드로 점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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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benches on the ice: 팀 벤치에 썰매를 지원하지 않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면, 선수는 팀 

벤치 앞 보드를 따라 블루라인과 레드라인 중간 사이에 앉는다. 패널티를 당한 선수들은 심판 크리스 지

역에 앉는다. 만약 퍽이 팀 또는 패널티 벤치로 향하면 선수는 퍽이 보드를 맞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

꾼다. 만약 퍽이 팀 벤치 또는 선수가 불공정한 행동으로 퍽을 건드렸다면 경기를 멈춘다. 이는 안전상의 

문제이며 벤치에 있는 선수들 끼리 퍽을 위에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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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항목 규정번호       

선수에 의한 심판 욕설 1033

팀 관계자에 의한 심판 욕설 1034

악세사리 및 발 보호대 섹션 3

아이스 위의 선수 702

벤치 마이너 패널티 1002

벤치 204

블루라인 210

블록킹 글러브 403

보드 202

보딩 1014

부러진 스틱 1035

버트 엔딩 1015

패널티 선언 1013

주장과 부주장 항의 1036

센터라인 211

중앙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213

경기 중 팀 벤치로부터 선수 및 골키퍼 교체 704

경기 중단 중 선수 교체 절차 705

패널티 벤치로부터 선수 교체 706

경기 중단 중 골키퍼 교체 707

차징 1016

뒤에서 체킹 1017

머리와 목 주변 체킹 1018

시간 225

의복 섹션4

대회 장비 섹션5

우연의 패널티 1011

커브 (스틱) 섹션3

크로스 체킹 1019

경기 구역의 정의 200

골의 정의 907

경기의 결과 결정 603

경기 지연 – 장비 조정 1037

경기 지연 – 골 프레임 재배치 1038

경기 지연 – 아이스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부상 선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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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연 - 1040

경기 지연 – 늦은 라인업 1041

경기 지연 – 득점 후 한 번 이상 교체 1042

경기 지연 – 경기 구역 밖에서의 슈팅 또는 던지기 1043

경기 지연 – 페이스오프 절차 위반 1044

지연된 오프사이드 절차 904

지연된 패널티 1012

링크의 수치 201

인정되지 않는 골 907

다이빙 1045

표면 나누기 및 마킹 208

문 205

팔꿈치 패드 섹션3

엘보잉 1020

엔드존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215

엔드 존 네트 207

과한 거침 1021

페이스오프 900

페이스오프 자리 및 원 212

페이스오프 자리 및 가상선 901

누트럴 존의 페이스오프 자리 214

선수에 의한 퍽 떨어뜨림 1047

골키퍼에 의한 퍽 떨어뜨림 1048

경기구역 세부사항 섹션2

난투 또는 러핑(roughing) 1022

발 가드/지지대 섹션3

발 보호대 섹션3

선수를 향한 파울 섹션10

전방 스키드 섹션3

안면 마스크 섹션3

게임 포맷 섹션6

게임 미스컨덕 패널티 1005

장갑 섹션3

유리 208

골 및 어시스트 908

골 크리스 217

골 프레임, 포슽, 네트 218

골 판정 – 벤치 221

골 라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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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네트) 218

골키퍼 장비 섹션3

레드라인을 넘어선 골키퍼 1065

골키퍼 의복 섹션4

골네트에서 퍽을 떨어뜨린 골키퍼 1068

골키퍼 글러브 섹션3

경기 중단 중 벤치로 향하는 골키퍼 1066

골키퍼 헬멧 및 안면마스크 섹션3

골키퍼 썰매 프레임 섹션3

골키퍼 의자 섹션3

골키퍼 스틱 섹션3

논쟁 중 크리스를 떠나는 골키퍼 1067

골키퍼 다리 가드 섹션3

골키퍼 패널티 절차 1010

골키퍼에 의한 퍽 핸들링 1050

선수에 의한 퍽 핸들링 1049

헤드 버팅 1023

힐 서포트 섹션3

헬멧 섹션3

퍽 하이 스티킹 915

하이 스티킹 1024

하키 스틱 섹션3

상대 홀딩 1025

스틱 홀딩 1026

후킹 1027

하이브리드 아이싱 905

아이스 클리닝 804

아이스 링크 섹션2

아이싱 906

불법 또는 위험한 장비 1046

불법 퍽 912

부상당한 골키퍼 802

부상 선수 801

관중에 의한 방해 916

선수 교체 절차 위반 1051

관중 위반 1052

킥 플레이트 203

라인즈맨 신호 섹션11

주요 규칙 차이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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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패널티 1003

시합 패널티 1006

측정 기준 부록1

마이너 패널티 1001

미스컨덕 패널티 1004

마우스 가드 섹션3

오프사이드 903

다른 패널티 섹션10

연장 피리어드 604

패널티 섹션10

패널티 벤치 220

패널티 – 정의 및 절차 1000

골키퍼 패널티 1064

패널티 샷 1007

패널티 샷 절차 1008

패널티 샷 슛아웃 605

보호 유리 206

선수 장비 섹션3

경기 규칙 섹션9

패널티 또는 선수벤치를 떠나는 선수 1053

패널티 벤치를 떠나는 선수 1054

논쟁 중 벤치를 떠나는 선수 1055

출혈 감염 예방 1056

페이스오프 시행 절차 902

골키퍼의 보호 1069

보호 장비 섹션3

감염예방 803

포지셔닝, 절차 및 판정 부록2

퍽 501

네트위의 퍽 901

아웃오브바운드 퍽 909

시야 밖으로 간 퍽 911

심판을 친 퍽 913

빨간빛과 초록빛 226

링크 조명 229

심판 및 라인즈맨 신호 섹션11

심판 크리스 216

심판 신호 섹션11

경기를 거부 – 얼음판에 없는 팀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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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거부 – 얼음판에 있는 팀 1058

규칙 변경 부록2

안전 섹션8

득점원 벤치 222

정강이 보호대 섹션3

어깨 패드 섹션3

신호 및 시간 기계 223

사이렌 224

스케이트 날/ 날 캐리어 섹션3

슬래싱(slashing) 1029

썰매 프레임 섹션3

썰매 좌석 (버킷) 섹션3

스피어링(spearing) 1030

경기 및 피리어드 시작 601

스틱 과 픽 섹션3

손으로 퍽을 멈춤 914

선수와 골키퍼의 교체 703

보충원칙 1009

팀 벤치 219

팀 주장 701

팀구성 및 선수 유니폼 700

선수 벤치를 떠나는 팀 관계자 1057

팀 섹션7

티잉 1031

목 보호대 섹션3

단독주행 상황에서 스틱 또는 물건을 던짐 1062

경기 구역 밖에서 스틱 또는 물건을 던짐 1060

경기 구역 내에서 스틱 또는 물건을 던짐 1061

팀 아웃 602

경기 시간 600

얼음판 위에 많은 선수 1063

트리핑 1032

유니폼 섹션3

선수에 의한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 1033

팀 관계자에 의한 스포츠맨 답지 못한 행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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