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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Laws of the Game 

 

본 규칙서는  

대한당구연맹에서 관장하는  

모든 당구 경기에 관한  

표준규칙으로  

본 연맹의 허가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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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경기장 

 

 당구 경기장은 직사각형으로 좌우대칭을 이뤄야하며, 외부의 빛이 투과되지 않거나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 

 

1.1 크기 

 



 1.1.1 체육관 시합 시 경기장은 최소 25m×40m 의 직사각형이다. 경기장은 어떠한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경기장 위의 공간을 말하며 경기장 표면으로부터 최소 5m 이상의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1.1.2 상업용 클럽 시합 시 경기장은 각 종목 대회별로 별도로 정한다.  

 

 1.1.3 체육관이나 상업용 클럽이 아닌 제 3 의 장소들의 경우에는 해당 대회의 목적에 

맞추어 별도로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1.2 경기장 표면 

 

 1.2.1 경기장 표면은 평평하고 수평적이며 동일한 재질이어야 한다. 선수에게 부상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며, 거칠거나 미끄러운 표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1.2.2 만일 경기장 바닥이 목재나 고무판 등의 미끄러운 재질이 기본 바닥재로 

되어있을 경우 아래 그림 1 의 카페트 혹 그림 2 의 파이텍스를 기본 바닥재 위에 

설치하거나 비슷한 계열의 소재로 바닥표면을 설치해야 한다.  

 

 

 

 

 

1.3 경기장 공간 기준 

 

 1.3.1 각 종목별 경계의 간격은 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 



 

 1.3.2 경기장내 당구대와 당구대 사이는 최소 간격이 1.5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스누커 

당구대의 경우에는 사이공간이 1.8m 이상이어야 한다. 

 

 1.3.3 경기구역 경계에 있는 당구대와 이동 동선간의 간격은 최소 2.3m 이상이어야 

하며,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펜스나 차단봉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1.3.4 위의 1,2, 3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로 인해 최소 간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연맹 경기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1.4 기온 

 

 1.4.1 경기장 기온은 최대 25°C 보다 높지 않고, 최소 20°C 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1.5 조명 

 

 1.5.1 경기장의 조명은 지면에서부터 3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상업용 클럽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따라 별도 지정), 조도는 당구대 표면 1m 위에서 측정했을 때 

85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기장 표면에 모두 고르게 조도가 형성이 되어야 함) 

 

 1.5.2 조명은 선수가 눈이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도 안 된다. 

이 기준은 5000lux 이하이다. 

 



 1.5.3 테이블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완전히 어둡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50lux 이상이어야 한다. 

 

 1.5.4 방송이 진행되는 경기장의 조명은 방송국과 협의하여 전체 조도가 평균 1,400lux 

이상을 권장하되,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6 전력 

 

 1.6.1 당구 경기장의 전력은 여유전력을 제외하고 당구대 1 대당 1.5kw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예비 전력을 포함한다면 별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1.6.2 상업용 클럽의 경우 별도로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1.7 관람석 

 

 1.7.1 당구 경기장의 관람석은 경기장과 층이 다른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람석 열과 

열사이의 높이는 0.4m 를 권장한다. 

 



 

 

 

 1.7.2 간이 관람석은 경기구역 경계선과 최소 1.2m 이상의 간격에 위치해야 하며, 

관람석 1 열의 바닥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0.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8 기타 

 

 본 규칙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기장 관련 사항은 모두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규칙 2. 경기용기구 

 

2.1 당구대 

  



 2.1.1 일반사항  

 

2.1.1.1. 당구대는 각 종목별로 캐롬, 포켓, 스누커&잉글리쉬빌리어드 3 가지로 

나눠지며 이에 따른 크기도 다르다.  

 

2.1.1.2. 당구대는 직사각형의 편평한 테이블이며, 한 대가 완전한 세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조립하여 한 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스탠드, 들보, 상판, 틀과 레일 이 5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2.1.1.3. 스탠드는 당구대의 지지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당구테이블의 수평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목재가 외관을 감싸고 각 부분에 볼트가 위치하고 있다. 

 

 



2.1.1.4. 들보는 스탠드에 얹혀 상판을 고정하는 부분으로 재질은 주로 H 형 철재 

빔으로 이루어져 있다. 

 

2.1.1.5. 상판은 공이 진행하는 면으로 당구대에 적게는 3 장, 많게는 5 장의 석판이 

나란히 배열된다. 재질은 충격에 강한 점판암이나 화강암을 사용한다. 또한 

나사지의 습도 조절을 위해 상판 아래 열선을 삽입하기도 한다. 

 

2.1.1.6. 틀과 레일은 다채로운 반사각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틀의 재료는 보통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일의 경우 가황고무가 주성분이다. 

 

 2.1.2 캐롬 당구대 

 

2.1.2.1. 캐롬 당구대는 구멍이 없는 직사각형의 평평한 테이블이며, 내경은 길이 

2.84m, 너비 1.42m이며 ±5mm의 오차는 허용된다. 외경은 길이 3.1m, 너비 

1.7m 이며 ±5mm 의 오차는 허용된다. 당구대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당구대 

테를 두른 표면까지 75~85cm 사이여야 한다. 

 



 

2.1.2.2. 당구대는 45mm 이상의 두께의 석판재질이어야 하며, 다른 재질이어도 본 

연맹에 의해 승인된다면 가능하다. 

 

2.1.2.3. 경기를 하는 당구대의 경계는 높이가 

37mm(쿠션의 가장 앞쪽)인 

고무쿠션의 영향을 받는다(±1mm 의 

오차는 허용). 고무쿠션은 

너비 12.5cm~15.5cm 의 외부 틀에 

단단히 고정되며, 표면은 부드럽고 

같은 색상으로 구성된다. ±1cm 의 

오차는 허용된다. 

 

 

2.1.2.4. 경기에 사용되는 당구대는 석판과 나사지의 습기를 제거하는 

히터(자동온도조절장치 포함)가 달려야 하며, 경기장의 온습도 등의 환경에 

따라 30°C~36°C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2.1.3 포켓 당구대 

 

2.1.3.1. 포켓 당구대는 각 코너포켓 4 곳과 긴 레일 중간의 사이드포켓 2 곳등 총 

6 곳의 포켓이 있는 직사각형의 평평한 테이블이며, 내경의 크기는 길이 

2.54m 너비 1.27m 으로 오차범위 +3.175mm 에서 허용된다. 외경은 길이 

2.8m, 너비 1.6m 로 ±5mm 의 오차는 허용된다. 

 

2.1.3.2. 포켓 당구대의 높이는 75.3cm~78.74cm 사이여야 한다. 

 



 

 

2.1.3.3. 석판의 두께는 최소 2.54cm 여야 하며 게임표면은 반드시 평평해야 한다. 

 

2.1.3.4. 레일 넓이는 반드시 고무 쿠션을 포함해서 10.16cm 와 19.05cm 사이여야 

하며, 레일의 높이는(nose-line 부터 table-bed 까지) 공의 지름으로부터 

63 과 1/2%(+1%) 이거나 62 와 1/2 과 64 와 1/2% 사이 이다. 

 

2.1.3.5. 고무 쿠션은 4.76cm 와 5.4cm 사이의 삼각형의 모양이어야 하며 나사지로 

쌓여있는 형태이다.  

 

2.1.3.6. 포켓라이너(Pocket liner)와 부츠(boot)는 내구성이 있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Liner 와 boot 를 만드는 재질은 ball 이나 

cues 에 의해 영구적인 자국(얼룩)이 생기지 않아야한다. 안쪽벽의 윗부분은 

ball 이 rail 의 윗쪽에 있는 림(rim) 아래쪽의 pocket liner 벽을 어떻게 

부딪쳐도 ball 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어져야한다 

 



2.1.3.7. 포켓 당구대에는 드랍포켓 혹은 자동 볼 리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드랍포켓은 반드시 최소한 6 개의 공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공 리턴기는 공들이 튕기거나 걸리지 않게끔 해야 한다. 

 

2.1.3.8. 포켓 당구대의 코너포켓 및 사이드 포켓은 아래와 규정한다. 

최소 1/16 인치에서 최대 1/4 인치 사이에 있는 길이로만 고무 부분이 포켓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WPA는 마주하는 부분의 최대 두께는 1/8 인치만 허용된다. 

포켓의 양쪽 사이드의 부분 Facings는 같은 두께가 되어야 한다. 

Facings 은 나무 난간이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히 꽉 조여야하고 쿠션과 난간은(rail)은 

고무 접착제나 강한 접착제로 단단히 강화되어야 한다. 

Facings 부분의 고무는 다른 쿠션들보다 다소 단단해야 한다. 

테이블에 있는 포켓 구멍들은 방향이 포켓안을 향하게 되는 쿠션의 

noses(앞부분들)들이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져야한다. 이를 mourth(입)이라 부른다. 

코너의 포켓 mouth ㅡ 4.5 인치와 4.625인치 사이 

양옆의 포켓 mouth ㅡ 5 인치와 5.125 인치 사이 

사이드 포켓 mouth 는 전통적으로 코너포켓 ㅡ mouth 보다 1/2 인치 넓다. 

수직포켓각도 ㅡ 최소 12 도에서 최대 15 도 

수평포켓 cut 각도 - 각도는 포켓 입구의 양 사이드가 같아야만 한다. 고무쿠션의 

컷각도와 코너포켓 입구의 양쪽 사이드에 대한 wood backing 은 142도가 되어야 

한다.(+1) 

고무쿠션의 컷 각도와 사이드 포켓 입구의 양쪽 wood backing 은 104 도가 되어야 

한다.(+1) 

선반 ㅡ  선반은 쿠션의 앞부분의 방향이 바뀌는 다른 입구의 한 사이드로부터 

슬레이트 포켓 컷의 수직 컷까지의 임의적인(상상적인)라인의 중심으로부터 

측정되어진다. 

선반은 비스듬한 정도를 포함한다. 

 

 

 

 2.1.4 스누커&잉글리쉬 빌리아드 당구대 

 



2.1.4.1. 스누커 당구대의 내경은 길이 3.569m, 너비 1.778m 이며, 오차허용범위는 

13mm 이다. 외경은 길이 3.8m, 너비 2.1m 이며, 오차허용범위는 13mm 이다. 

2.1.4.2. 당구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쿠션레일의 가장 위쪽까지의 높이는 85.1cm 

~ 87.6cm 이다. 

 

 

 

2.1.4.3. 스누커 당구대 석판의 두께는 별도로 정해진 크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4cm 이상을 권장하며, 그 표면은 반드시 평평해야 한다. 

 

2.1.4.4. 레일 넓이는 반드시 고무 쿠션을 포함해서 cm 와 cm 사이여야 하며, 레일의 

높이는(nose-line 부터 table-bed 까지) 공의 지름으로부터  이거나  사이 

이다. 

 

2.1.4.5. 포켓라이너(Pocket liner)와 부츠(boot)는  

 



2.1.4.6. 스누커 당구대에는 드랍포켓이 각 포켓마다 장착되어있어야 하며, 포켓된 

공들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4.7. 스누커 당구대의 코너포켓 및 사이드 포켓은 아래와 규정한다. 

 

 

 

2.2 나사지 

 

 2.2.1 공통사항 

 

2.2.1.1. 당구 경기의 나사지는 [그림 15]와 같이 경기구역으로 표시된 지역에 모두 

감싸야한다. 

 

 



2.2.1.2. 나사지는 반드시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섬유여야 한다.  

 

2.2.1.3. 각 종목별로 본 연맹에 승인된 재료와 색상이어야 한다. 

 

 2.2.2 캐롬 나사지 

 

2.2.2.1. 캐롬 경기의 나사지 본 연맹에서 허가한 재료와 색상이 사용되어야 한다. 

 

2.2.2.2. 나사지의 재질은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재질만이 사용될 수 

있다. 

 

 2.2.3 포켓 나사지 

 

2.2.3.1. 나사지의 성분은 울성분 58% 이하여서는 안 되며, 나일론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2.3.2. 나사지의 색상은 황록색, 청록색 또는 일렉트릭블루 색상이 적합하다. 

2.2.3.3. 경기용 나사지 설치 시 경기장 환경에 따라 사전에 본 연맹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잡아당김의 정도를 정한 후 설치하여 한다. 

2.2.3.4. 포켓 경기에서는 수직포켓 컷 부분과 언더링 나무슬레이트 라이너는 반드시 

천으로 뒤 덮어야 하며, 언더라잉 목조슬레이트 부분까지 철심 등으로 

고정하여 완전히 덮여야 한다. 

 

 

 2.2.4 스누커&잉글리쉬빌리아드 나사지 

 

2.2.4.1. 스누커 나사지는 전통적으로 녹색의 천을 사용한다.  

 

2.2.4.2. 스누커 나사지의 경우 다른 종목의 나사지와는 달리 한 쪽 면이 거칠기 

때문에 초기의 위치에 따라 사전에 담당이사와 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4.3. 스누커 테이블의 수직포켓 컷 부분과 언더링 나무슬레이트 라이너는 반드시 

천으로 뒤 덮어야 하며, 언더라잉 목조슬레이트 부분까지 철심 등으로 

고정하여 완전히 덮여야 한다. 

 

 

2.3 공(ball) 

 

 2.3.1 캐롬 공(ball) 

 

2.3.1.1. 캐롬 경기의 공은 3 개로 이루어져있으며 공은 하얀색과 빨간색, 노란색의 

3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진다.  

 

 

2.3.1.2. 수구의 역할을 하는 하얀색공과 노락색공에는 6 개의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으며, 공에는 본 연맹에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문양도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2.3.1.3. 공은 정확하게 원모양이며, 지름은 61~61.5mm 사이이며, 무게는 

205g~220G 사이이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공과 가장 가벼운 공의 차이는 

2g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2 포켓 공(ball) 

 



2.3.2.1. 모든 공들은 반드시 압축된 페놀합성수지플라스틱으로 지름 5.715cm 

(±.127mm), 무게 156~170g(각 공들은 2g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사이여야 한다. 

 

2.3.2.2. 공들은 윤이 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왁스칠이 되어있어서는 안 된다. 공들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천등으로 닦여있어야 하며, 물이나 비누로 

청소되어도 된다. 

 

2.3.2.3. 포켓 공의 완전한 구성은 한 개의 하얀 수구(큐볼)과 15 개의 색상 

공(오브젝트볼)으로 되어 있으며, 오브젝트볼들은 1~15 번까지 명확하고 

번호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야 한다. 각각의 오브젝트볼들은 번호가 두 군데로 

대칭되어서 프린트되어야 한다. 

 

 

2.3.2.4. 오브젝트볼 중 1 번부터 8 번까지의 공들은 솔리드 컬러로 색은 다음과 같다. 

1=노랑, 2=파랑, 3=빨강, 4=보라, 5=오렌지, 6=초록, 7=적갈(마룬), 8=검정 

9 번부터 15 번의 공은 공중앙에 흰색 띠가있는 공으로 색상은 다음과 같다. 

9=노랑, 10=파랑, 11=빨강, 12=보라, 13=오렌지, 14= 초록, 15=적갈(마룬) 

6 번과 9 번 공의 숫자밑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2.3.3 스누커&잉글리쉬빌리아드 공(ball) 

 



2.3.3.1. 스누커와 잉글리쉬 공들은 승인된 합성물이고, 지름 52.55mm(±0.05mm)의 

직경이다. 

 

2.3.3.2. 공의 무게는 특별히 정하진 않지만 공 들간의 무게 차이는 스누커는 ±3g, 

잉글리쉬빌리아드는 ±5g 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3.3. 스누커 공은 수구(큐볼) 1 개와 색상공(오브젝트볼)로 구성되며, 오브젝트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빨간색(15 개 혹은 6 개), 노란공, 녹색공, 갈색공, 파란공, 분홍공, 검은공 

 

 

2.3.3.4. 잉글리쉬 빌리아드 공은 수구(큐볼)의 역할을 하는 하얀공과 노락공 각 

1 개와 빨간공 1 개 등 총 3 개의 공으로 구성되어진다. 

 

 

 

 



 

2.4 큐 

 

 2.4.1 공통 적용 

 

2.4.1.1. 큐 팁의 재질은 볼에 스크래치(scratch)를 내거나 데미지(damage)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큐에 잇는 큐 팁이든지 특별히 가공된 가죽이나 

섬유 또는 큐 끝의 자루에서 자연스럽게 뻗어져 나오는 라인에 연장된 유연한 

물질 구성되어야하고 샷을 할 때 큐 볼에 접촉해야 한다. 

 

2.4.1.2. 공을 치기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손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보조기구인 

“레스트(보조큐)”를 사용할 수 있다. 레스트 헤드의 윤곽은 사용할 때 큐의 

자루를 손상시키거나 테이블의 천을 찢지 않도록 부드러워야 한다. 레스트의 

종류는 각 경기별로 별도로 규정한다. 

 

2.4.1.3. 이 외에도 연장 큐라 불리우는 보조기구를 기본 큐 뒤쪽에 끼워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재질은 상관이 없으나 길이나 무게 등은 각 종목별로 별도로 

규정한다. 

 

 2.4.2 캐롬큐 

 

2.4.2.1. 경기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하나나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길이, 

무게, 직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4.3 포켓 큐 

 

2.4.3.1. 포켓 경기에서는 큐는 브레이크큐와 스트록큐, 점프샷 큐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큐의 기본 스펙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큐의 길이: 최소 1.016m / 최대길이 제한 없음 



② 큐의 무게: 최소무게 제한없음 / 최대 708.75g 

③ 팁의 너비: 최소 제한 없음 / 최대 14mm 

 

2.4.3.2. 큐 스틱의 ferrule는 만약 금속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길이가 2.54cm를 

넘으면 안 된다. 

 

 

 

 

 2.4.4 스누커&잉글리쉬빌리아드 큐 

 

2.4.4.1. 큐는 길이가 최소 914mm 이상이어야 하며, 전통적인 스누커 큐 또는 

일반적인 모습이나 형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2.4.4.2.스누커와 잉글리쉬 빌리아드 경기에서 보조큐는 여러 가지의 

큐레스트,(길이에 따라 butts 와 Half butt) 긴 큐들, 큐의 

연장기구(Extension)들 그리고 어댑터(Adaptors)들은 큐를 사용하기 어려운 

때에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다. 

 

2.4.4.3. 선수의 큐 사용을 위한 모든 기구들은 본 연맹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2.5 기타 용기구 

 

 2.5.1 삼각대 

 

2.3.2.5. 포켓 경기와 스누커 렉을 위한 공들의 정렬은 공들이 서로 접촉되어 

움직이지 않게끔 정렬 할 수 있도록 삼각대와 렉 시트(rack sheet)를 



이용한다. 삼각대는 모든 표면과 안 쪽면을 부드럽게하여 나사지와 공에 

어떠한 데미지도 입히지 않아야 한다. 렉 시트(rack sheet)는 어떠한 형태의 

포켓 경기의 렉도 가능하게끔 제작되어야 하며 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5.2 당구대 청소 도구 

 

2.5.2.1. 캐롬 경기와 포켓경기에서는 테이블과 쿠션 청소를 위한 도구로는 부드러운 

브러쉬, 당구용 천으로 만들어진 천 클리너 또는 당구대 전용 브러쉬가 

달려진 진공청소기가 추천되어진다. 털이 빠지거나 하는 브러쉬는 권하지 

않고 있다. 

 

 

 

규칙 3. 경기규칙 

 

3.1 공통규칙 

 

 3.1.1 경기 종류 및 방식 

 



3.1.1.1. 경기의 종류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방식은 각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한다. 

 

3.1.1.2. 경기의 방식은 단판제, 세트제 등으로 구분하며 각 경기별 규칙에 별도로 

규정한다. 

 

3.1.1.3. 본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는 개인전은 4 인 이상, 단체전은 4 팀 이상이 

참가하여 경기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3.1.2 대진표 추첨 

 

3.1.2.1. 각 대회전 실시하는 대표자회의에서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3.1.2.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해서는 추첨을 담당한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3.1.2.3. 추첨 순위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3.1.3 경기 중단 상황 

 

3.1.3.1. 경기 중 불가항력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① 캐롬 및 잉글리쉬 경기 : 경기 중단 이전 이닝까지의 스코어로 경기 재개 

② 포켓 및 스누커 경기 : 경기 중단 이전 세트(프레임) 스코어로 경기 재개 

 

3.1.3.2.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의무타임 요청 후 15 분 

이내에 경기를 속개하지 못할 때는 기권패 처리 한다. 단, 주심의 판단으로 

속개 시간은 추가될 수도 있다. 

 

 



3.1.4 경기 진행 

 

3.1.4.1. 선수의 호명 : 원활한 경기 진행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진행본부에서 

경기시작 전 선수를 호명한다. 선수는 호명된 후 15 분 이내에 

경기진행본부나 해당 경기의 심판에게 출전 준비를 알려야 한다. 만약 선수의 

불출전 또는 출전준비 미비로 인하여 호명 후 15 분이 경과되어 상대방의 

선수만 출전할 경우 불출전 또는 출전 준비 미비선수는 경기포기로 간주한다. 

 

3.1.4.2. 복장 점검 : 호출된 선수는 경기 전 본 연맹 경기임원 및 운영위원, 심판 

등의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복장 

규정에 위반되어질 경우 1 분 이내에 수정하지 못한다면 실격처리 된다. 

 

3.1.4.3. 경기의 시작과 종료 : 경기의 시작과 종료는 각 종목별로 정해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3.1.5 경기 중 휴식 시간 등의 규칙  

 

3.1.5.1. 경기 중 휴식 및 타임 등은 주심이 별도로 시간을 전달하지 않는 한 모두 

5 분으로 정하며, 15 분이 경과되었을 경우 기권처리 한다. 

 

3.1.5.2. 5 분에서 15 분 이내에 경기장 내에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 

 

3.1.5.3. 경기의 심판원은 휴식 시간 등을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양 선수에게 휴식 

시간의 시작을 알려야 하며, 휴식 시간의 적용을 체크할 수 있는 타임워치 

등을 당구대 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3.1.6. 품행규정 

 



3.1.6.1. 당구는 매너를 중요시 하는 고급 스포츠로, 경기 중 선수의 품행에 대해 

엄격함을 갖는다. 품행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경고->실격 및 퇴장 

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상벌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선수의 

품행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파울을 범하는 경우 

➣ 타임룰 미적용 시 과도한 인터벌을 상습적으로 잡아먹는 경우 

➣ 상대 플레이어의 이닝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석을 벗어나는 경우 

➣ 큰소리나 소음을 내는 경우 

➣ 심판의 판정에 정당치 못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보이는 경우 

➣ 판정을 재고할 것을 2 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 심판의 동선이나 시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관객으로서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언동을 보이는 경우 

 

3.1.6.2. 품행규정위반에 대한 판정과 제재는 심판의 재량이나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3.2 캐롬경기규칙 

  

 본 규칙서의 캐롬경기규칙은 세계캐롬당구연맹(UMB)와 대한당구연맹에서 사용하는 

규정과 규칙이다. 이 규칙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캐롬종목대회에 적용되며, 본 

규칙서에 없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2.1 각 지점과 출발선의 구분 

 

3.2.1.1. 캐롬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spots)의 위치와 각 지점들의 구분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3.2.2. 연습시간(warming up) 

 

3.2.2.1. 선수는 각각 시합 전 5 분 혹은 약간 이닝의 연습시간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심판은 연습시간의 순서를 지정하고, 세 개의 공을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 

배열한다.  

 

3.2.2.2. 플레이어는 큐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임의로 공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진행 중인 공을 정지시켜도 무방하다.  

 

3.2.2.3. 워밍업의 종료는 5 분일 경우 1 분 전에 이닝제한일 경우 마지막 이닝 전에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3.2.2.4. 워밍업의 시간과 이닝은 각 대회의 규정에 다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워밍업을 

하는 동안에도 복장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3.2.3. 쿠션 드로우(뱅킹) 

 



 

 

3.2.3.1. 심판은 <그림 8> 과 같이 헤드 스트링(head string) 중앙을 기점으로 양 

쪽에 두 개의 큐볼을 놓고, 빨간공은 풋 스팟(foot spot)에 놓는다. 심판은 

뱅킹 준비 시, 왼쪽에 노란공을 두고 오른쪽에 흰공을 둔다. 만약 두 선수가 

같은 공으로 경기를 하려고 한다면, 심판은 제비뽑기를 한다. 

 

3.2.3.2. 선수들은 풋 레일(foot rail)을 향해 뱅킹을 시작하며, 큐볼을 헤드레일에 

가장 가깝게 멈추게 한 선수가 초구 선택권을 가진다. 만약 어느 공이 헤드 

레일에 가까운지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으면, 다시 뱅킹을 한다. 

 

3.2.3.3. 두 개의 큐볼은 반드시 한 개의 볼이 풋 레일(foot rail)에 닿기 이전에 또 

다른 볼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뱅킹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러한 반복을 두 번 일으킨 선수는 공격권(초구 선택권)을 

잃는다. 헤드 스트링 라인을 벗어난 위치에서 뱅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3.4. 공이 굴러가는 도중에 서로 맞닿는 경우 세로 경계선인 롱 스트링(long 

string)을 넘긴 선수는 공격권(초구 선택권)을 잃는다. 만약 어느 공이 롱 

스트링을 넘었는지 육안으로 판별 할 수 없다면 재 뱅킹한다. 큐볼이 빨간 

공을 건드리는 실수를 한 선수 또한 공격권(초구 선택권)을 잃는다. 



 

 3.2.4. 초구(serve)공격 

 

3.2.4.1. 뱅킹에 따라 초구공격 할 선수가 결정되면, 심판은 공을 아래와 초구(serve) 

포지션에 배치한다. 이 경우 초구공격 할 선수는 위치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심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빨간공 - 풋스팟 지점 ② 노란공 - 헤드스팟 

③ 흰공 - 두개의 사이드 스팟 중에서 선수가 원하는 지점 

 

3.2.4.2. 초구 공격자는 흰공으로 경기를 해야하며, 첫 득점은 빨간공에 대한 

직접공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2.4.3. 세트경기에서는 세트의 수와는 상관없이 번갈아 가며 서브한다. 선수는 같은 

공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치른다. 

  

 3.2.4. 득점 



 

3.2.4.1. 심판은 초구공격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에 득점을 선언한다. 

 

① 원쿠션 경기 

➣ 큐볼이 오브젝트볼 1 을 맞히고, 한 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오브젝트 2 를 맞힌 경우 

➣ 큐볼이 한 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볼을 맞힌 경우 

 

② 3 쿠션 경기 

➣ 큐볼이 오브젝트볼 1 을 맞히고, 세 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오브젝트 2 를 맞힌 경우  

➣ 큐볼이 세 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볼을 맞힌 경우 

➣ 큐볼이 한 번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오브젝트볼 1 을 맞히고, 다시 두 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볼 2 를 맞힌 경우 

➣ 큐볼이 두 번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오브젝트볼 1 을 맞히고, 다시 한번 

이상의 레일터치를 한 다음 오브젝트볼 2 를 맞힌 경우 

 

③ 기타 캐롬 경기는 세계캐롬당구연맹 규정에 의거한다. 

 

3.2.4.2. 물론 공을 치는 과정에 파울이 없어야 하며, 큐볼과 오브젝트볼의 접촉이나 

레일터치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큐볼이 세 

번째 레일과 오브젝트볼 2 를 동시에 맞히거나, 오브젝트볼 2 와 큐볼의 최종 

진로를 가지고도 판정이 애매한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레일터치의 접점은 하나의 레일에 편중되어 있어도 유효하나, 큐볼이 레일을 

타고 흘러서 진행하는 경우는 한 번의 레일터치로 판정한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오브젝트볼에 의해 큐볼의 진로가 달라지는 키스 kiss 는 

그대로 인정한다. 

 



3.2.4.3. 모든 득점은 1 점을 원칙으로 하고, 오직 심판만이 득점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선언이 있더라도 모든 공이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야 득점이 

공식기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이 진행 중이거나 회전하고 있을 때 파울을 

범하면 그 득점은 무효가 되어버린다. 득점에 성공한 플레이어는 이닝을 

이어갈 권리를 가지고 공격을 계속할 수 있으며,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거나 

득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공격권을 양보해야 한다. 심판이 

점수규정의 마지막 득점을 선언하고 나서 공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시합은 

종료된다. 

 

 3.2.5. 경기 중 휴식 

 

3.2.5.1. 경기중간에 5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경기의 중간이라 함은 한 선수가 종목별 

점수제 혹은 단식 규정의 절반에 도달하거나 초과했을 때 그 이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며, 경기방식에 따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단판경기 : 한 선수의 득점이 해당 경기 득점제의 절반에 도달한 경우. 

이 경우 40 점제 이상의 경기만 해당된다. 

 

② 세트경기 : 2 세트 단위로 종료 후(2 세트, 4 세트 등) 

 

3.2.5.2. 휴식은 경기가 45 분간 진행되어서 선수가 경기의 반을 진행하였거나 경기가 

3/4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만 주어질 것이다.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 심판이 

바뀔 수 있다. 

 

 3.2.6. 경기진행 중 경기의 중지 

 

3.2.6.1. 경기 중 심판의 허가 없이 선수가 자리를 뜨는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 처리 

된다. 대회진행 중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우에 심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2.6.2. 심판의 요구가 있은 후에도 경기의 재개를 거부한 선수는 해당대회에서 

탈락한다. 

 

 3.2.7. 재배치 

 

 

 

3.2.7.1. 서로 붙은 공 

 

① 큐볼이 두 공 중 하나 또는 다른 두 공과 붙게 되면 모든 종류의 경기에서 

선수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심판에게 공을 스팟 위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 붙지 않은 공을 향하여 뒤쪽의 쿠션을 향하여 진행시키거나 

➣ 최초 진행 방향이 붙어있는 공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찍어치기를 구사할 수 있다. 붙은 공이 저절로 움직인 경우는 파울이 아니다. 



 

 

② 재배치의 경우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심판에 의해 이행된다. 

➣ 1 쿠션에 관해서는 세 개의 공이 최초 초구(serve)공격 위치에 놓여진다. 

➣ 3 쿠션의 경우는 붙은 공들만 스팟에 재배치한다. 

· 적색공은 풋스팟 

· 자기차례의 선수의 큐볼은 헤드스팟 

· 상대방의 큐볼은 당구대의 센터스팟 

· 내정된 스팟이 점유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공이 

가야 할 위치로 놓여진다. 

 

3.2.7.2. 당구대 밖으로 벗어난 공 

 

①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공이 당구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튀어나온 공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심판에 의해서 재배치 된다. 

➣ 1 쿠션에 관해서는 세 개의 공이 최초 초구(serve)공격 위치에 놓여진다. 

➣ 3 쿠션의 경우는 붙은 공들만 스팟에 재배치한다. 

· 적색공은 풋스팟 

· 자기차례의 선수의 큐볼은 헤드스팟 

· 상대방의 큐볼은 당구대의 센터스팟 

· 내정된 스팟이 점유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공이 

가야 할 위치로 놓여진다. 



 

② 공이 프레임에서 떨어지거나 프레임의 재질에 닿으면, 공이 당구대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③ 만약 공이 프레임에 닿은 후 레일 안쪽 경기구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심판은 

경기구역 안쪽의 공 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 경우 

경기구역 안쪽의 공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대한 기존 배치에 근접하게 

되돌린 후에 시합을 재개해야 한다. 

 

3.2.7.3. 돌발 상황 

 

① 지진이나 바닥의 흔들림, 옆 테이블 선수 및 관중의 난입 등에 의한 방해 등 

돌발 생황으로 인해 공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원래 배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되돌린 다음에 시합을 재개해야 한다. 

 

② 만약 공이 프레임에 닿지 않고 레일 위에서 움직임이 멎는다면 프레일에 닿지 

않았더라도 당구대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2.8. 경기의 종료 

 

3.2.8.1. 경기는 일정량의 유효득점으로 구성된다. 경기점수는 경기의 종류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3.2.8.2. 한번 시작된 경기는 마지막 득점이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경기는 마지막 

득점상황에서 심판의 득점 선언 후 종료된다. 

 

3.2.8.3. 이닝제한의 유무는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2.8.4. 이닝제한이 있는 경기는 초구를 획득함으로써 상대방보다 하나의 이닝을 더 

가진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한 후 상대방 선수가 서브로 시작되는 추가 

이닝을 가짐으로써 이닝의 수를 맞춘다. 후구를 친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하면 경기는 종료된다.   

 

3.2.8.5. 세트로 이루어진 경기의 경우에, 다음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① 한 선수가 정해진 마지막 점수에 도달하면 세트는 종료되고 그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② 초구를 친 선수가 세트를 마치면 상대방은 추가이닝을 갖지 않는다. 

③ 정해진 세트를 획득한 선수는 승자가 되면 경기는 즉시 종료된다. 

 

 3.2.9. 파울 

 

3.2.9.1. 스트로크 중에 하나나 여러 개의 공이 당구대에서 튀어나오는 경우(ball 

outside(점프볼)) 

 

3.2.9.2. 세 개의 공이 정지되어 있기 전에 선수가 샷을 한 경우(ball in 

motion(움직이는 공)) 

 

3.2.9.3. 만약 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큐의 가죽팁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한 

경우(leather tip) 

 

3.2.9.4. 만약 선수가 큐, 손 또는 다른 물건으로 공을 건드린 경우(touched), 접촉된 

공은 원래 있던 자리에 배치한다. 

 

3.2.9.5. 심판의 동의 혹은 허락없이, 선수가 공을 건드리거나 옮긴 경우(touched) 

 

3.2.9.6. 스트로크로 인해서 공이 직접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 선수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공을 옮긴 경우(touched) 



 

3.2.9.7. 선수가 계속 공을 미는 경우(pushed through(밀어내기)), 다음이 pushing 

through 이다. 

① 가죽팁이 굴러가고 있는 공을 여러번 건드린 경우 

② 큐볼이 두 번째 공을 건드린 순간까지도 가죽팁이 큐볼에 닿아있는 경우 

③ 큐볼이 쿠션에 맞는 순간까지도 가죽팁이 큐볼에 닿아있는 경우 

 

3.2.9.8. 선수가 큐볼을 타구하는 순간에 한발이 바닥에 닿아있지 않은 경우(foot not 

on the floor) - 특수한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3.2.9.9. 선수가 경기장소 표면 위, 쿠션 위 혹은 틀 위에 보일만한 마크를 한 

경우(marked, 표식) 

 

3.2.9.10. 이닝 중 선수가 자신의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wrong ball, 오구) 

 

3.2.9.11. 심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약속된 시간 안에 경기를 하지 않는 

경우(not played, 시간초과) 

 

3.2.9.12 큐볼이 쿠션이나 다른 볼에 붙은 경우는 쿠션이나 붙은 볼을 향해서 

진행시킨 경우 

 

 3.2.10. 고의적 파울 

 

3.2.9.에서 정의된 파울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자기 차례가 된 무고한 

상대방은 만약 이 위치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고의적 반칙이 발생하기 

전에 공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공을 재배치해 줄 것을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2.12. 규칙에 없는 파울 

 

본 규칙서에 없는 파울은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3 포켓경기규칙 

 

 3.3.1 일반규칙 

 

 일반규칙은 경기 세부규칙에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적용한다. 

포켓경기는 나사지로 덮이고 고무쿠션으로 둘러진 평평한 당구대 위에서 한다. 선수는 

큐로 수구를 쳐서 목적구를 맞춰 쿠션의 경계선에 위치한 여섯 개의 포켓에 그 목적구를 

넣는 것이 목표이다. 포켓경기는 어떤 공이 적법한 목적구인지, 승리의 필요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3.3.1.1 공의 랙 : 공을 랙을 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고 꼭지점의 공은 

풋스팟에 놓아야 한다. 모든 공은 꼭지점에 위치한 공의 뒤에 밀착시켜 놓고 

서로 붙어 있도록 해야 한다. 

 

3.3.1.2 수구의 타격 : 적법한 샷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큐의 팁으로만 수구를 

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울이다. 

 

3.3.1.3 포켓팅 실패 : 한 선수가 적법한 샷을 해 포켓에 공을 넣지 못하면,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나고 상대방 선수의 공격 차례가 된다. 

 



3.3.1.4 래깅(뱅킹) : 래깅으로 그 경기의 공격 순서를 결정한다. 각 선수는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공을 사용한다(수구를 선호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무늬가 

없는 공을 사용한다). 공을 헤드스트링 뒤쪽에 놓고 한 선수는 헤드스팟의 

왼쪽, 다른 선수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공을 일제히 풋레일을 향해 쳐서 다시 

반대편 헤드레일의 끝에 돌아오게 한다. 헤드쿠션의 안쪽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래깅의 승자가 된다. 래깅을 한 공은 반드시 풋쿠션에 적어도 한번은 

닿아야 한다. 다른 쿠션에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래 사항은 금지되며 

그 래깅에서 패하게 된다. 

       a) 공이 상대 선수 쪽으로 당구대의 반을 넘어감 

       b) 공이 풋쿠션에 맞지 않음 

       c) 공이 포켓에 들어감 

       d)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튀어 나감 

       e) 공이 롱쿠션에 맞음 

       f) 공이 코너포켓에 멈추고 헤드쿠션의 끝을 넘거나, 풋레일에 2 번 이상 맞음 

       양쪽 선수가 동시에 상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심판이 어느 공이 더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래깅은 다시 하게 된다. 

 

3.3.1.5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랙 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공식경기규칙은 

랙으로 결정). 랙이나 추첨에서 이긴 선수는 브레이크샷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브레이크샷 기회를 넘겨줄 것인지 선택권을 갖는다. 

 

3.3.1.6 브레이크샷의 수구 : 브레이크샷은 헤드스트링 뒤쪽에서 수구를 가지고 하게 

되며, 목적구는 세부경기 규칙에 따라서 배치한다. 브레이크샷을 할 때, 큐의 

팁이 수구를 치는 순간 경기는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3.3.1.7 볼인핸드일 때 수구의 배치 : 이 규칙은 세부경기규칙에 브레이크샷을 할 

때나 수구가 스크래치 되어 다음 차례의 선수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적용한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헤드스트링 뒤 어디나 수구를 

놓을 수 있다. 샷을 하는 선수는 목적구가 헤드스트링 위 또는 헤드스트링 

아래에 위치하는 한 어떤 목적구도 칠 수 있다. 그 선수는 헤드스트링 아래의 



수구를 쳐 레일에 맞고 돌아와 헤드스트링 위쪽의 목적구를 맞추지 않는 한, 

헤드스트링 위 쪽의 어떤 목적구도 칠 수 없다. 공의 바닥(당구대에 공이 

닿아 있는 점)이 헤드스트링 위편인지 아래편인지 결정한다. 만약 다음 

차례의 선수가 무심코 수구를 헤드스트링 선 위 또는 아래편에 놓는다면, 

심판이나 상대방 선수는 샷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샷을 하는 선수의 부당한 

수구 배치를 알려야만 한다. 만약 상대방 선수가 샷이 이뤄지기 전에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 샷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부당한 배치를 알게 되면, 그는 수구를 다시 배치해야만 한다. 만약 한 

선수가 수구를 완벽하게 헤드스트링 밖에 두고 친다면, 이는 파울이다. 

헤드스트링 뒤에서 수구가 볼인핸드일 때, 선수가 큐의 팁으로 쳐서 수구를 

헤드스트링을 지나 이동할 때까지 볼인핸드 상태를 남아있다. 수구는 

볼인핸드 상태인 동안은 선수의 손이나 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기할 때, 선수는 방해할 수 없으며 이는 파울을 범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그 샷이 적법한 목적구를 맞추지 못하거나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지 

못한다면, 그 샷은 파울이고 세부경기규칙에 따라 상대방 선수가 볼인핸드를 

갖는다. 

 

3.3.1.8 포켓에 들어간 공 : 목적구를 적법하게 쳐서 포켓에 들어가 있다면, 공은 

포켓에 들어 간 것이 된다(만약 공이 리턴시스템에서 나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 공은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포켓에서 튀어나와 

다시 당구대 위에 선 공은 포켓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3.3.1.9 공의 위치 : 공이 놓이는 위치는 공의 아랫부분 또는 가운데가 어디에서 

멈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3.1.10 바닥에서 발이 떨어짐 : 수구에 큐의 팁이 닿는 순간 선수는 최소한 한쪽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파울이다. 신발은 반드시 

일반적인 크기와 형태여야 한다. 

 



3.3.1.11 움직이는 공의 타격 : 수구 또는 목적구가 움직이는 동안(회전하는 동안) 

선수가 샷을 한다면 파울이다. 

 

3.3.1.12 스크로크의 완성 : 스트로크는 당구대 위의 모든 공(회전하는 공도 포함)이 

멈출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아직 

득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3.3.1.13 헤드스트링 정의 : 헤드스트링 뒤의 공간이라 함은 헤드스트링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부 종목 규칙에서는 선수가 볼인핸드를 얻었을 때, 

반드시 선수는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서 쳐 헤드스트링을 통과하여 목적구를 

맞추게 정하였다. 만약 목적구의 위치가 헤드스트링의 중심에 있다면, 이 

목적구는 적법하게 칠 수 있는 공이다. 이와 같이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경기해야 할 때(헤드스트링 뒤에서 수구의 볼인핸드), 수구는 

헤드스트링 바로 위에 놓여선 안된다. 수구는 반드시 그 뒤에 있어야 한다. 

 

3.3.1.14 공통 반칙 : 파울에 대한 페널티가 경기마다 다를지라도, 다음은 모든 

파울에 적용한다.  

        a)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난다. 

        b) 스트로크의 경우 그 스트로크는 유효하나, 포켓에 들어간 공은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부경기규칙에 따라서 요구될 경우에만 공은 다시 놓인다. 

 

3.3.1.15 목적구 맞추기 실패 : 수구를 쳐서 적법한 목적구를 먼저 맞추지 못한다면 

파울이다. 수구에 맞은 그 목적구는 맞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3.1.16 적법한 샷 : 세부경기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반드시 

수구를 쳐서 적법한 목적구를 맞춰야 한다. 또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수구 또는 목적구와 쿠션(레일)의 일부와 닿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울이다. 

 



3.3.1.17 수구의 스크래치 : 샷을 한 후, 수구가 포켓에 들어간다면 이는 

파울이다(스크래치). 만약 수구가 이미 포켓에 들어간 공과 닿는다면(예를 

들어 포켓에 목적구가 가득찬), 그 샷은 파울이다.  

 

3.3.1.18 공을 건드림 : 샷을 할 때 수구에 닿는 큐의 팁을 제외하고 수구나 

목적구를 신체, 의복, 초크, 브릿지, 샤프트 등으로 치거나 만지는 거나 닿는 

것은 파울이다. 언제든지 심판이 집행하는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파울로 인해 

움직이는 목적구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한 그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3.3.1.19 수구 배치 시의 파울 : 볼인핸드일 때, 수구가 다른 목적구에 닿는다면 

파울이다. 

 

3.3.1.20 더블히트 파울 : 수구와 목적구가 연이어 있을 때, 선수는 목적구의 방향을 

향해 정상적인 샷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큐가 수구를 2 번 이상 치거나, 

수구가 목적구에 맞을 때 혹은 맞은 후에 수구와 큐가 닿아 있다면, 그 샷은 

파울이다. 만약 샷을 할 때 세번째 공이 수구와 충분히 가깝다면, 이 규칙의 

첫 부분에 근거하여 파울을 하지 않도록 샷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 예외적인 더블히트 파울규칙 

     수구와 목적구가 연이어 있거나 수구와 목적구가 서로 초크 1 개의 너비보다 

떨어져 있지 않다면, 선수는 심판의 동의를 구해 더블히트를 할 수 있다. 

선수는 샷을 하기 전 심판에게 이 거리의 더블히트반칙 여부에 관하여 물을 

수 있으나 다른 공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다면, 반칙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3.3.1.21 푸쉬 파울 : 수구를 큐의 팁으로 밀 때, 수구에 팁이 머무르는 시간이 

찰나의 시간보다 길면, 이는 파울이다. 

 

3.3.1.22 선수책임의 반칙 : 선수는 자신이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초크, 브릿지, 줄칼 

등 경기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선수가 초크를 떨어뜨리거나 브릿지의 



헤드를 떨어뜨려 당구대 위의 목적구와 부딪힌다면, 이는 그 선수의 

반칙이다(만약 정식 심판이 없다면 오직 수구에 닿을 때만 반칙이다). 

 

3.3.1.23 점프볼 반칙 : 만약 선수가 수구 아랫부분을 쳐 고의로 당구대 위로 

떠오르게 해서 방해되는 공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파울이다. 

이러한 점프동작은 이따금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반칙이 아니다. 

그러나 샷을 하는 중에 선골이나 샤프트로 수구를 건드리면 이것은 파울로 

판단될 수 있다. 

 

3.3.1.24 점프샷 :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경기에서 수구가 큐의 샷에 의해서 당구대 

위에서 떠오르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점프샷을 할 때 실패(Miscue)하는 

것은 파울이다. 

 

3.3.1.25 당구대 밖으로 나간 공 : 스트로크 후 공이 당구대 위가 아닌 곳(쿠션 위, 

레일 위, 바닥 등)에 멈추는 것은 점프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이 쿠션 위와 

레일에 튀어 오른 후,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당구대의 일부와 닿아 당구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때 엄밀히 당구대라 하는 것은 당구대에 영속해 있는 

것을 이른다.(전등, 쿠션 위의 초크 등 당구대의 일부가 아닌 것과 접촉한 

공은 당구대로 되돌아올 지라도 점프볼로 간주될 것이다.) 모든 포켓볼 

경기에서 수구나 목적구가 당구대 밖으로 나가면, 이는 파울이다. 공의 

움직임이 멈춘 후 당구대 밖으로 나간 모든 목적구는 스팟에 놓인다(8볼, 9볼 

제외). 점프볼 파울 후 세부종목규칙의 수구 배치를 참조한다.  

 

3.3.1.26 고의적 반칙에 대한 페널티 : 만약 경기 중 선수가 고의적으로 큐의 팁이 

아닌 부분(용골, 샤프트 등)으로 수구를 친다면 이는 파울이다. 비록 이것이 

자동적으로 파울일지라도 심판이 이것이 고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중 한 

번의 경고를 주며, 두 번째 발생 시에 몰수경기 패를 당할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두 번째 발생 시 경기는 몰수패가 된다. 

 



3.3.1.27 반칙 1 회 제한 : 어떤 특정한 경기규칙을 제외하고 1 이닝에 오직 1 회의 

반칙만이 한 선수에게 부과된다. 만약 다른 페널티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반칙이 부과된다. 

 

3.3.1.28 공의 자연스러운 이동 : 만약 공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공은 

움직인 뒤의 위치를 유지하고 경기를 지속할 것이다. 5 초 이상 움직임이 멎은 

후, 포켓 끝에 걸려 있던 공이 포켓에 저절로 들어간다면 포켓으로 떨어지기 

전의 그 위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다시 배치를 하고 경기를 지속한다. 만약 

선수가 샷을 한 후, 수구가 목적구에 닿기 전에 목적구가 포켓에 저절로 

들어간다면, 수구가 비록 그 목적구의 위치를 지나갔을지라도 그 샷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구와 목적구는 다시 그 원래 위치에 놓고 그 선수는 다시 

샷을 하게 된다. 이 샷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 다른 목적구 또한 샷을 한 

선수가 다시 샷을 하기 전에 그 원래 위치에 다시 놓는다. 

 

3.3.1.29 공의 재배치 : 세부경기규칙에서 “스팟팅 볼(Spotting balls)”를 선언한다면, 

스트로크가 끝난 후 공은 롱스트링 위에 다시 놓는다. 한 개의 공은 풋스팟에 

놓고, 2 개 이상의 공이 스팟에 놓인다면 풋스팟에서 시작하여 풋레일을 향해 

오름 순으로 롱스트링 위에 놓는다. 풋스팟 위 또는 풋스팟이나 롱스트링 

주변에 공을 놓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방해되는 공을 움직이지 않고 

풋스팟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하여 롱스트링 위에 놓는다. 수구가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치하는 공은 방해되는 공에 가능한 한 가깝게 또는 바짝 

붙여서 배치한다(심판의 재량). 수구 가까이 놓이는 공은 바짝 붙이지 않고 

가능한 가까이 놓는다. 만약 풋스팟과 풋레일 사이에 공을 놓을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이 공들은 오름 순으로 풋스팟 앞쪽으로 가능한 한 풋스팟에 

가깝도록 롱스트링의 연장선에 놓는다(풋스팟과 센터스팟 사이).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풋스팟 가까이에 놓인다. 

 

3.3.1.30 포켓 입구에 끼인 공 : 만약 둘 이상의 공이 포켓의 끝이나 입구 사이에 

끼여 하나 이상이 공중에 걸려 있다면, 심판은 공의 위치를 조사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이다. 심판은 즉시 눈으로(또는 필요하다면 손을 만져) 끼인 



위치를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확인하여 그 판단에 따른다. 만약 어떤 공이 

포켓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포켓에 들어간 것이고 반면에 당구대 위에 멈춘 

공은 포켓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공은 심판의 의견에 따라 놓게 되고, 공 

끼임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세부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3.3.1.31 추가적인 목적구 포켓팅 : 만약 적법한 샷을 하여 추가로 포켓에 공이 

들어간다면, 그 특정 경기의 득점규칙에 따라 계산된다. 

 

3.3.1.32 선수가 아닌 자의 방해 : 만약 경기 중 공이 선수가 아닌 자에 의해 

움직인다면(또는 샷을 할 때 부딪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 공들은 

가능한 방해가 발생하기 전의 원래 위치에 즉시 재배치되고 영향을 받은 

선수에게 페널티 없이 경기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 그 경기가 공식경기라면, 

심판이 그 공들을 재배치할 것이다. 이 규칙은 또한 지진, 태풍, 전등낙하, 

정전 등 천재지변에도 적용될 것이다. 만약 공을 그 원래 위치에 재배치할 수 

없다면, 원래 브레이크 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이 

규칙은 14.1 경기와 같은 랙이 연속되는 경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진행중인 

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랙은 일반적인 브레이크로 시작할 

것이다(뱅킹의 승자가 브레이크 샷을 함). 득점은 경기가 방해되는 순간의 

점수로 계속될 것이다. 

 

3.3.1.33 다음 랙의 브레이킹 : 짧은 랙으로 구성된 경기에서 각 랙의 승자는 다음 

랙에서 브레이크 샷을 한다. 다음은 사전에 대회임원이 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사항이다. 

    a) 교대 브레이크  

    b) 패자 브레이크 

    c) 경기에 앞선 선수 브레이크 

 

3.3.1.34 이닝 경기 : 경기에서 양 선수가 번갈아 가면 공격을 할 때, 한 선수의 

이닝은 적법하게 포켓에 공을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할 때 끝이 난다. 반칙이 



아닌 상황에서 이닝이 종료되면, 다음 차례의 선수는 그 상황대로 경기를 

하게 된다. 

 

3.3.1.35 목적구와 쿠션, 수구의 프로즌 : 이 규칙은 수구를 쿠션에 바짝 붙은 

목적구에 맞히려 할 때, 혹은 목적구에 수구가 바짝 붙어 있을 때에 적용한다. 

수구가 바짝 붙은 목적구에 닿은 후, 그 샷은 다음의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a)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b) 수구가 쿠션에 닿거나, 

           c) 바짝 붙은 공이 쿠션에 닿거나 (만약 원래 붙은 쿠션에 겨우 닿으면 위반) 

           d) 다른 목적구가 원래 닿지 않은 쿠션에 닿는다. 

        이 4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파울이다. 샷을 할 때 

쿠션에 붙어있는 공을 그 쿠션과 붙은 쿠션을 향하여 치는 것은 그 쿠션으로 

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쿠션을 벗어나 다른 공에 맞고 그 쿠션에 다시 

닿지 않는 한, 심판이나 선수가 목적구가 맞기 전에 이를 검사하거나 

선언하지 않는 한, 목적구는 쿠션에 바짝 붙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3.1.36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 :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선수는 

반드시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통과해 목적구 또는 쿠션에 맞거나 헤드스트링 

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심판이 있는 경기에서 실패한다면 파울이다. 

심판이 없는 경기라면 상대방 선수는 파울을 선언하거나 그 샷을 하기 전의 

위치에 공을 다시 놓고 다시 치게 하는 선택권을 갖는다(파울을 부과하지 

않음).  

        ＃ 예외: 목적구가 헤드스트링 선 위에 또는 그 바깥에 있고(목적구를 칠 수 

있음)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어가기 전에 그 목적구에 맞도록 가깝게 있다면, 

그 공은 적법하게 친 것이며 헤드스트링을 넘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그 선수가 적법하게 샷을 시도하는 

동안 수구가 뜻하지 않게 헤드스트링 뒤의 목적구를 맞춘다면, 설령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나갔을지라도 이는 파울이다. 예를 들면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수구로 목적구를 우연히 

맞추고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지 않는다면, 다음을 적용한다. 다음 공격 



차례의 선수는 파울을 선언하거나 공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원 공격 

선수가 다시 치게 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만약 선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수구로 목적구를 맞춘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이다. 

 

3.3.1.37 수구 볼인핸드 파울 : 수구의 볼인핸드일 때, 그 선수는 자신의 손이나 

자신의 큐 일부분을 수구를 위치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구를 제자리에 

놓을 때, 전방으로 스트로크의 동작을 하여 수구에 닿았다면 이는 파울이다. 

 

3.3.1.38 방해 : 만약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방해하거나 그 경기를 방해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이닝이 아닌데 순서를 바꾸어 치거나 

공을 움직인다면 방해로 간주될 것이다. 

 

3.3.1.39 기구의 사용 : 선수가 수구나 목적구가 틈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 또는 삼각대, 너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큐를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 큐로만 틈을 판단하거나 

샷을 일직선으로 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울이며 동시에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크이다. 

 

3.3.1.40 불법적인 표시 : 만약 선수가 고의로 초크를 놓는 것을 포함하여 당구대에 

어떤 방법으로든 샷을 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 표시를 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3.3.2 10 볼 경기 

 

 10 볼 경기는 1 부터 10 까지의 숫자가 적힌 10 개의 목적구와 1 개의 수구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콜샷(call shot) 경기이다. 공은 숫자의 오름순으로 경기를 하며 적법한 

타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반드시 수구와 접촉해야만 한다. 만약 

10 번 공이 브레이크샷에 의해 포켓에 들어간다면 그 공은 스팟에 놓고 선수는 그 



이닝을 계속 이어간다. 콜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샷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샷에 오직 

1 개의 공만 콜을 할 수 있다. 

 

3.3.2.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샷을 번갈아 하지만, 대회주최자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3.3.2.2 10볼 경기의 랙 : 목적구들은 삼각형 모양 안에 가능한 밀착되게 랙이 되어야 

한다. 1 번 공은 삼각형의 정점인 풋스팟에, 10 번 공은 삼각형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공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적인 패턴이 없이 삼각형 

안에 놓는다.  

 

3.3.2.3 적법한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하고, b)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없을 

경우, 적어도 4개의 목적구가 1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울이다. 

 

3.3.2.4 랙의 두 번째 샷 - 푸쉬아웃 : 만약 브레이크샷이 파울이 아니라면, 공격 

선수는 자신의 차례에 “푸쉬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심판에게 알리며 다음의 규칙 a)와 b)는 유예된다. 

        a) 첫 번째 목적구가 특정한 공이나 공들 중 어느 하나를 맞춰야 하는 

경기에서 수구가 다른 공과 먼저 맞으면 파울이다. 

           b) 포켓에 들어간 공이 없을 때,  수구는 반드시 목적구에 맞아야 하며 그 

후 에 적어도 하나의 공(수구 또는 목적구)은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샷은 파울이다. 

           만약 푸쉬아웃에서 파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 선수는 그 다음에 누가 칠 

것인지 선택한다. 푸쉬아웃에서 포켓에 들어간 10 번 공은 페널티없이 스팟에 

놓여진다. 

 



3.3.2.5 콜샷과 포켓팅 :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공을 포켓에 넣으려는 선수는 언제나 

콜을 해야 한다. 만약 의도하는 공과 포켓이 명확하지 않다면 각각의 샷마다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 맞는 쿠션이나, 다른 목적구에 맞아 

포켓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샷의 세부적인 것은 무관하다. 콜샷을 셈에 

있어서 심판은 의도된 샷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뱅크, 

콤비네이션 등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 공격하는 선수는 공과 포켓을 

표시해야만 한다. 만약 심판과 상대선수가 그 플레이에 확신이 없다면 콜을 

요청할 수 있다. 

 

3.3.2.6 세이프티(Safety) : 브레이크 이후 샷을 하는 선수는 언제든지 

“Safety(세이프티)”콜을 할 수 있다. 이는 선수에게 적법한 목적구를 쳐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 없이 그 이닝을 끝낼 수 있게 허락한다. 그러나 만약 

타구자가 정당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으면, 다음선수는 샷을 할지, 

상대선수에게 돌려줄지의 옵션을 갖는다. 

 

3.3.2.7 잘못 포켓에 들어간 공 : 선수가 의도한 공이나 지정한 포켓에 넣는데 

실패했는데, 다른 공이 포켓에 들어갔다면(예를 들어 공을 다른 포켓에 

넣거나 다른 공이 포켓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든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나고, 상대방 선수에게 공격권이 주어진다. 상대방 선수는 샷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3.3.2.8 경기의 지속 : 샷을 하는 선수가 적법하게 콜을 했을 때 지정한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 (푸쉬아웃에서 들어간 공은 제외), 동시에 포켓에 들어간 다른 

공들도 인정되고 (단, 10 번공은 다시 꺼내어 풋스팟에 놓음) 그 선수는 다음 

샷을 계속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콜을 한 10 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을 제외한) 승리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공격기회는 

넘겨진다. 파울을 하지 않았지만 공을 넣지 못했다면, 다음 선수는 반드시 

상대선수에 의해서 남겨진 수구의 위치에서 쳐야 한다. 

 



3.3.2.9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10 번 공이 브레이크 샷, 푸쉬아웃, 또는 파울을 

하였는데 포켓에 들어갔을 경우, 혹은 콜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거나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10 번 공은 풋스팟에 다시 놓는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지 않는다.  

 

3.3.2.10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일반적인 파울을 한다면, 기회는 

상대방에게 넘겨진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아래는 10 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테이블 위에 남은 공 중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단, 스팟에 놓는 목적구는 오직 10 번 

공이다. 

           6)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샷을 하는 도중 큐가 수구에 2 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11)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2)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13)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3.3.2.11 심각한 파울 : 3 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2.12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3.3.3 9 볼 경기 

 

 9 볼 경기는 1 번부터 9 번까지의 목적구와 1 개의 수구를 가지고 하는 경기이다. 공은 

숫자의 오름순으로 경기를 하며 적법한 타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반드시 수구와 접촉해야만 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9 번 공을 포켓에 넣으면 그 랙에서 

승리하게 된다. 

 

3.3.3.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샷을 번갈아 하지만, 대회주최자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3.3.3.2 9 볼 경기의 랙 : 목적구들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능한 밀착하여 랙이 

되어야 한다. 1번 공은 다이아몬드의 정점인 풋스팟에, 9번 공은 다이아몬드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공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적인 패턴이 없이 

다이아몬드 안에 놓아야 한다. 



 

3.3.3.3 적법한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하고, b)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없을 

경우, 적어도 4개의 목적구가 1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울이다.  

 

3.3.3.3-1 3 볼 브레이크 : 브레이크샷은 적어도 3 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헤드스트링에 닿거나, 아니면 이 2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 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갔다면 최소 2 개의 목적구가 헤드스트링과 

닿아야만 한다. 또는 2 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갔다면 적어도 1 개의 

목적구가 헤드스트링과 닿아야만 한다. 헤드스트링에 닿는다는 것은 목적구의 

끝이 헤드스트링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a) 한 선수가 3볼 브레이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적법한 브레이크샷을 

하였다면, 다음 공격 차례의 선수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줄지 선택권을 갖는다. 

       b) 상대선수가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그 선수는 푸쉬아웃을 할 수 없고 

적법한 샷을 해야 한다(당구대 위에 남아 있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부터 

맞춘다). 

       c) 공격권이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에게 넘어간다면, 그 선수는 푸쉬아웃을 할 

수 있다.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푸쉬아웃을 했다면, 상대선수는 샷을 할지, 

공격권을 다시 넘겨줄지 선택권을 갖는다. 

       d) 선수가 3 볼 브레이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브레이크샷을 

하여 9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 9번 공은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다시 스팟에 

놓는다. 

 

3.3.3.4 랙의 두 번째 샷 - 푸쉬아웃 : 만약 브레이크샷이 파울이 아니라면, 공격 

선수는 자신의 차례에 “푸쉬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심판에게 알리며 다음의 규칙 a)와 b)는 유예된다. 

        a) 첫 번째 목적구가 특정한 공이나 공들 중 어느 하나를 맞춰야 하는 

경기에서 수구가 다른 공과 먼저 맞으면 파울이다. 



           b) 포켓에 들어간 공이 없을 때,  수구는 반드시 목적구에 맞아야 하며 그 

후 에 적어도 하나의 공(수구 또는 목적구)은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샷은 파울이다. 

           만약 푸쉬아웃에서 파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 선수는 그 다음에 누가 칠 

것인지 선택한다. 

 

3.3.3.5 경기의 지속 : 샷을 하는 선수가 적법하게 목적구를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에서 들어간 공은 제외), 그 선수는 다음 샷을 계속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9 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 제외한) 승리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목적구를 포켓에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공격기회는 넘겨진다. 파울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선수는 

반드시 상대선수에 의해서 남겨진 수구의 위치에서 쳐야 한다. 

 

3.3.3.6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9 번 공이 푸쉬아웃, 또는 파울을 하며 포켓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9 번 공은 풋스팟에 다시 

놓는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지 않는다.  

3.3.3.7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일반적인 파울을 한다면, 기회는 

상대방에게 넘겨진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아래는 9 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테이블 위에 남은 공 중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단, 스팟에 놓는 목적구는 오직 9 번 

공이다. 



           6)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샷을 하는 도중 큐가 수구에 2 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11)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2)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13)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3.3.3.8 심각한 파울 : 3 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3.9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3.3.4 8 볼 경기 

 



8 볼 경기는 15 개의 숫자가 적힌 목적구와 수구를 가지고 하는 콜샷 경기이다. 선수는 

7 개(1~7 번 또는 9~15 번)의 자기 그룹의 공을 모두 넣은 후 8 번 공을 넣어야 경기에 

승리한다. 

 

3.3.4.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를 번갈아 하는 것이다. 

 

3.3.4.2 8 볼 경기의 랙 : 15 개의 목적구는 삼각형 모양으로 가능한 밀착하여 랙을 

한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풋스팟에 놓고, 8 번 공은 바로 그 꼭지점 아래에 

놓는다. 각 그룹의 공 가운데 1 개의 공은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 놓고, 다른 

공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놓는다. 

 

3.3.4.3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한다. 

        b) 콜샷을 하지 않으며 어떤 목적구든지 맞출 수 있다.  

        c) 브레이크샷을 해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들어가고 파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계속 경기를 진행하며 이를 오픈상태라고 한다.  

        d) 어떤 공도 포켓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4 개의 목적구는 1 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샷은 부정브레이크(Illegal 

break)이며, 다음 선수는 3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② 자신이 브레이크샷을 다시 치거나 ③ 원래 브레이크샷을 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샷을 치게 한다.  

        e) 적법한 브레이크샷으로 8 번 공이 포켓에 들어간다면 파울이 아니며,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는 2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8 번 공을 다시 스팟에 

놓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 ②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f) 브레이크샷을 해 8 번 공을 포켓에 넣고 스크래치가 된다면 상대방 선수는 

2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8 번 공을 다시 스팟에 놓고 볼인핸드로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경기를 하거나 ②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g) 브레이크샷으로 목적구가 당구대를 벗어난다면 파울이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2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8 번 공은 다시 스팟에 놓음) ② 헤드스트링 뒤에 볼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h)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위와는 다른 유형으로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는 2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 ② 헤드스트링 뒤에 볼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3.3.4.4 오픈과 그룹 선택 : 자신의 목적구 그룹이 결정되기 전, 당구대는 오픈된 

상태라고 하고 공격하는 선수는 모든 샷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밝혀야 

한다. 타구자가 적법하게 자신이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었다면, 그 공이 

속한 그룹이 자신의 목적구 그룹이 되고 상대방 선수는 다른 그룹을 갖게 

된다. 타구자가 적법하게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지 못한다면, 당구대는 

오픈된 상태로서 공격권은 상대방 선수에게 넘어간다. 당구대가 오픈인 

상태일 경우, 8 번 공을 제외하고 어떤 공이든 맞출 수 있다. 

 

3.3.4.5 경기의 지속 : 공격자가 적법하게 콜을 한 목적구를 넣는다면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며, 8 번 공을 넣음으로써 그 랙을 승리하게 된다. 

 

3.3.4.6 콜이 요구되는 샷 : 선수는 브레이크샷을 제외한 모든 샷에서 반드시 넣고자 

의도한 목적구와 포켓을 나타내야 한다. 8 번 공은 오직 자기 그룹의 목적구를 

포켓에 모두 넣은 후 콜을 할 수 있다. 공격하는 선수는 ‘세이프티’를 외쳐 

샷이 끝난 뒤 상대방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겨줄 수 있으며, 세이프티에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포켓에 남겨둔다. 

 

3.3.4.7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브레이크샷을 해 8 번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또는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8 번 공을 풋스팟에 놓거나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이지 않는다. 

 



3.3.4.8 랙의 패배 : 공격하는 선수는 다음의 4 가지 경우에 그 랙에서 패배하며 

브레이크샷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8 번 공을 넣으면서 파울을 하거나 ② 자신의 목적구 그룹의 공을 모두 포켓에 

넣기 전에 8 번 공을 넣거나 ③ 콜을 하지 않고 8 번 공을 넣거나 ④ 8 번 

공을 당구대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에 패배한다. 

 

3.3.4.9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파울을 한다면,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다음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서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다음은 8 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당구대가 오픈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자신의 목적구 그룹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6) 만약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만약 샷 도중 큐가 수구에 2 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돌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서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 놓였는지 확실치 않다면 심판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 볼인핸드로 헤드스트링 뒤에 제한되고 헤드스트링 뒤에 있는 공을 

수구가 먼저 맞을 경우, 그 샷은 수구가 목적구에 맞기 전에 헤드스트링을 



넘지 않았다면 파울이다. 그 샷이 고의적일 경우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를 

선언될 것이다. 수구는 반드시 헤드스트링을 넘거나 헤드스트링 위 또는 

앞에서 목적구를 맞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샷은 파울이며, 상대방 

선수는 세부경기규칙에 따라서 수구를 볼인핸드한다. 

        12)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3)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여겨질 것이다. 

        14) 만약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여겨질 것이다. 

 

3.3.4.10 심각한 파울 : 3 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4.11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3.4 스누커경기규칙 

 

 3.4.1 표준 스누커당구대 

 

3.4.1.1 보크라인과 보크(Baulk-line and Baulk) : Bottom cushion 의 면으로부터 

29ins(737mm) 떨어지고, 그 면에 평행한 직선을 Baulk-line 이라 하며, 그 

선과 그 사이의 공간을 Baulk 라고 한다. 

 



3.4.1.2 D 존 : 보크라인에 그려진 반원이며 그 중심은 Baulk-line 의 중앙에 있고, 

반경은 11.5ins(292mm)이다. 

 

3.4.1.3 스팟 : 4 개의 스팟은 테이블의 중앙 롱스트링 위에 표시한다. 검정색 공의 

스팟은 헤드쿠션의 중앙 면에서 수직으로 12 와 3/4in(324mm) 떨어진 지점, 

파란색 공의 스팟은 헤드쿠션과 풋쿠션의 중앙 지점, 분홍색 공의 

스팟(피라미드 스팟)은 센터스팟과 헤드쿠션의 중앙 지점, 갈색공의 스팟은 

보크라인의 중앙에 위치한다. 2 개의 스팟은 “D 존"의 양쪽 코너에 위치한다. 

풋쿠션 끝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은 노란색 공의 스팟이고 왼쪽 것은 녹색 

공의 스팟이다. 

 

 

 3.4.2 정의 

 

3.4.2.1 프레임(Frame) : 스누커의 한 프레임은 모든 볼들을 놓고 경기를 시작해 

다음과 같이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를 말한다. 

(a) 한 선수가 자신의 턴에서 양보함 

(b) 검정색 공만 유일한 목적구로 남아있고 총점과 상관없이 두 선수의 점수가 

7 점 보다 차이가 많아 타구자가 요구함 

(c) 검정색 공만 유일한 목적구로 남아있을 때, 이 공을 포켓에 넣거나 파울을 

할 경우 

(d) Section 3 Rule 14(c) 혹은 Section 4 Rule 2 에 따라 심판이 프레임을 

부여하는 경우 

 

3.4.2.2 게임(Game) : 한 게임은 동의 또는 규정된 수의 프레임들로 이루어진다. 

 

3.4.2.3 매치(Match) : 한 매치는 동의 또는 규정된 수의 게임들로 이루어진다. 

 

3.4.2.4 공 : 흰색공은 수구이고, 15 개의 빨간색 공과 6 개 색깔의 공은 목적구이다. 

 



3.4.2.5 타구자와 턴 : 경기하려 하거나 경기 중에 있는 사람이 타구자이고 

스트로크를 끝내거나 파울을 해 자신의 턴이 종료하여 심판이 그 선수가 그 

자리로 돌아왔다 판단할 때까지 타구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타구자가 아닌 

선수가 순서가 바뀌어 당구대로 나오면, 타구자가 턴이 종료되기 전에 파울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심판이 이와 같은 조건에 만족할 때 다음 타구자의 

턴이 시작한다. 그 턴과 타구자가 경기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한다. 

(a) 득점에 실패하거나 

(b) 파울을 하거나 

(c) 상대방 선수가 파울을 한 후에 상대방 선수에게 다시 치도록 요청할 때  

 

3.4.2.6 스트로크 : 스트로크는 타구자가 큐의 팁으로 수구를 칠 때 이루어지며, 

파울을 하지 않았을 때 공정하다. 스트로크는 모든 공이 멈추기 전,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하고 일어서거나 당구대를 떠나기 전, 타구자가 사용한 용기구가 

위험한 위치에서 치우기 전, 심판이 득점을 선언하기 전까지 스트로크는 

완료되니 것이 아니다. 스트로크는 수구로 목적구를 직접 맞추거나 1 개 

이상의 쿠션을 맞춰 목적구를 간접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상대선수 턴의 스트로크 다음에 상대방 선수가 공이 멈추기 전에 수구를 

친다면 타구자로써 페널티를 받고 턴은 종료된다. 

 

3.4.2.7 포트(Pot) : 포트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목적구를 다른 공과 맞춰 포켓에 

넣는 것을 말한다. 공을 포트하는 것은 포팅(Potting)으로 알려져 있다. 

 

3.4.2.8 브레이크(Break) : 브레이크는 선수가 한 프레임 동안에 자신의 턴에서 

연이은 스트로크로 득점하는 것을 말한다. 

 

3.4.2.9 인핸드(In-hand) : 수구가 인핸드 인 것은 

(a) 각 프레임이 시작 전 

(b) 수구가 포켓에 들어갔을 때 

(c) 수구가 당구대 밖으로 나갔을 때 



(d) 동점일 경우 검정색 공을 스팟에 놓을 때이다. 

수구는 다음의 상황까지 인핸드이다. 

(a) 인핸드에서부터 정상적으로 경기할 때 까지 

(b) 공이 당구대 위에 있는 동안 파울을 하였을 때까지 

위와 같이 수구가 인핸드일 때 타구자는 인핸드라고 불린다. 

 

3.4.2.10 볼인플레이(Ball in play) : 수구가 인핸드이지 않을 때 수구는 볼인플레이 

상황이다. 목적구들은 프레임이 시작하여 포켓에 들어가거나 당구대를 벗어날 

때까지 볼인플레이 상황이다. 색깔공은 다시 스팟에 놓일 때 다시 볼인플레이 

상황이 된다. 

 

3.4.2.11 볼온(Ball on) : 수구가 정상적으로 맨 처음 맞출 수 있는 공, 또는 맞출 수 

없지만 포팅할 수 있는 공을 볼온(Ball On)이라 한다. 

 

3.4.2.12 지명된 공(Nominated Ball) : 지명된 공은 심판이 만족하도록 타구자가 

선언하거나 가리킨 목적구를 말하며, 타구자는 수구로 맨 처음 맞추어야 한다. 

 

3.4.2.13 프리볼(Free Ball) : 프리볼은 파울 후 스누커되었을 때 타구자가 지명한 

공을 말한다.(섹션 3 룰 12) 

 

3.4.2.14 포스드 오프 더테이블(Forced off the table) : 공이 당구대 바닥면 또는 포켓 

속이 아닌 곳에 멈추거나, 섹션 3 룰 14 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경기중에 

타구자가 공을 집는다면 그 공을 테이블에서 강제로 제거한다. 

 

3.4.2.15 페널티 포인트(Penalty points) : 페널티 포인트는 파울 후에 상대방에게 

주어진다. 

 

3.4.2.16 파울(Foul) : 파울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4.2.17 스누커드(Snookerd) : 어떤 목적구든 직선으로 직접 타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 이상의 공으로 차단되었을 때 수구는 

스누커 되었다고 한다. 만약 하나 이상의 목적구를 목적구가 아닌 볼이 

가리지 않아서 그 목적구의 양쪽 끝 가장자리를 맞출 수 있다면 그 수구는 

스누커 되지 않았다. 

(a) 인핸드일 때, 수구가 위와 같이 모든 가능한 위치로부터 차단되거나 D 존 

안에서 차단된다면 수구는 스누커 되었다. 

(b) 만약 수구가 2 개 이상의 목적구가 아닌 공으로 인해 맞추려는 목적구가 

차단된다면,  

① 수구와 가장 가까운 공이 실제로 스누커한 공으로 간주하고, 

② 2 개 이상의 차단하는 공이 수구와 같은 거리에 있다면, 그러한 모든 공이 

실제로 스누커하는 공이라 간주할 것이다. 

(c) 빨간색 공이 목적구일 때, 만약 수구가 맞추려는 빨간색 공들이 다른 

목적구가 아닌 빨간색 공으로 가려졌다면, 실제로 스누커하는 공은 없다. 

(d) 수구가 위와 같이 스누커 되었을 때, 타구자는 스누커 되었다 한다. 

(e) 수구는 쿠션에 의해서 스누커 될 수 없다. 만약 쿠션의 곡면이 수구를 

가리고 그 쿠션과 수구의 거리가 다른 차단하는 공보다 더 가깝다면, 수구는 

스누커 된 것이 아니다.  

 

3.4.2.18 스팟오큐파이드(Spot occupied) : 만약 공이 다른 공과 접촉없이 스팟 위에 

놓일 수 없다면 그 스팟은 점유되었다고 한다. 

 

3.4.2.19 푸쉬스트로크(Push stroke) : 푸쉬스트로크는  

(a) 수구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큐팁이 수구와 여전히 닿아 있거나,  

(b) 수구와 목적구가 닿았을 때 큐팁이 수구에 닿아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예외로, 수구와 목적구가 거의 닿은 상태에서 수구가 목적구를 매우 미세하게 

건드린다면 이것은 푸쉬 스트로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3.4.2.20 점프 샷(Jump shot) : 수구가 목적구의 어느 부분 위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 수구가 목적구에 닿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프 샷은 이뤄진다. 

예외로,  

(a) 수구가 먼저 목적구를 맞추고서 다른 공을 넘었을 때 

(b) 수구가 뛰어서 목적구를 먼저 맞추었지만 그 건너편에 떨어지지 않은 경우 

(c) 적법하게 목적구를 맞추고서 쿠션이나 다른 공에 맞은 뒤 그 목적구를 

넘은 경우 

 

3.4.2.21 미스(Miss) : 수구가 맞추고자 하는 공을 먼저 맞추지 못하고 심판이 

타구자가 그 목적구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미스라고 한다. 

 

 

3.4.3 경기 

 

3.4.3.1 설명 : 스누커는 2 명 이상의 선수가 개인 또는 팀으로 경기할 수 있다. 

경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각 선수는 동일한 흰색 수구를 사용하며 21 개의 목적구가 있다. 1 점의 

빨간색 공 15 개, 2 점의 노란색 공, 3 점의 녹색 공, 4 점의 갈색 공, 5 점의 

파란색 공, 6 점의 분홍색 공, 7 점의 검정색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b) 선수의 턴에서 득점하는 스트로크는 빨간색 공과 색깔 공을 번갈아 

포팅하여 빨간색 공이 테이블에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며 그리고서 

색깔 공을 그 점수 순서대로 포팅한다. 

(c) 스트로크로 득점하는 점수는 그 타구자의 점수에 추가된다. 

(d) 파울로 발생한 페널티 포인트는 상대방의 점수에 추가된다. 

(e) 프레임 동안 언제든 사용되는 전술은 수구를 목적구가 아닌 공 뒤에 

위치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선수에게는 스누커된 것이다. 만약 한 선수 또는 

팀이 테이블에 남아있는 공의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뒤져 있다면, 파울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스누커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f) 프레임의 승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 또는 팀 



② 그 프레임의 패배를 인정받은 선수 또는 팀  

③ 섹션 3룰 14 (c) (2) 또는 섹션 4 룰 2에 따라 프레임이 주어진 선수 또는 팀 

(g) 게임의 승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장 많은 수의 프레임 또는 필요한 수의 프레임을 승리한 선수 또는 팀  

② 점수의 합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 또는 팀 

③ 섹션 4 룰 2 에 따라 게임이 주어진 선수 또는 팀 

(h) 경기의 승자는 가장 많은 게임을 승리하거나 점수의 합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 또는 팀이다. 

 

3.4.3.2 공의 포지션  : 

(a) 각 프레임의 시작에서 수구는 인핸드하고 목적구들은 테이블 위에 다음에 

따라 놓는다. 

① 빨간색 공은 정삼각형 안에 바짝 붙여놓고, 꼭지점의 빨간색 공은 테이블의 

센터라인 위에 놓는다. 이 피라미드 스팟은 분홍색공과 닿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놓는다. 삼각형의 밑변은 탑쿠션과 평행하도록 놓는다. 

② 6 개의 색깔 공들은 섹션 1 룰 1 에 명시한 스팟에 놓는다. 

(b) 만약 테이블을 준비함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룰 3 섹션 7c 를 적용하여, 그 

프레임은 섹션 3 룰 3c 에 따라 시작한다. 

(c) 프레임이 시작한 후, 인플레이 상태의 공은 타구자가 타당하게 요청할 

경우에 오직 심판만 닦을 수 있다.  

① 스팟에 놓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을 닦으려 집어 올리기 전에 그 공의 

위치를 적당한 도구로 표시해야 한다. 

② 닦은 공의 위치를 표시한 도구는 그 공을 닦고 다시 놓을 때까지 그 공의 

점수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타구자 외의 어떤 선수가 그 도구를 

만지거나 건드린다면, 심판은 페널티를 선언할 것이고 위반한 선수는 

경기순서에 영향을 주지않고 타구자인 것처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은 그 

도구 또는 닦은 공을 그 위치에 되돌려 놓고, 필요하면 집어 올리더라도 

만족하도록 놓는다. 

 



3.4.3.3 경기 방식 : 선수들은 경기의 순서를 추첨 또는 서로 동의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 승자가 먼저 공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a) 이렇게 결정된 경기순서는 프레임 내에 변경하지 않는다. 예외로 선수는 

파울 후 상대 선수로부터 다시 경기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b) 먼저 치려는 선수 또는 팀은 게임동안 각 프레임을 반드시 교대해야 한다. 

(c) 첫 번째 선수는 인핸드로 경기하며, 테이블에 수구를 놓고 큐팁에 닿을 때 

그 프레임은 시작한다. 

① 스트로크가 되었을 때 

② 수구를 치려고 준비동작을 할 때 

(d) 만약 잘못된 선수 또는 팀이 프레임을 시작할 경우에 

① 한번 스트로크를 하여 파울을 하지 않았다면, 페널티 없이 바로잡아 다시 

시작할 것이다. 

② 연이어 스트로크를 하거나 첫 스트로크가 끝난 후 파울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며 다음 프레임은 올바른 경기 순서로 재개해 선수 

또는 팀은 3 연속 프레임을 시작할 것이다.  

③ 섹션 3 룰 16 이 선언되면 올바른 팀이 다시 시작한다. 

(e) 스트로크가 적법하려면 룰 10-페널티에서 설명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해선 

안된다. 

(f) 모든 빨간색 공이 당구대에서 없어질 때까지 각 턴의 첫 스트로크는 

빨간색 공이나 빨간색 공을 지명한 프리볼을 겨냥한다. 동일한 스트로크로 

넣은 빨간색 공과 빨간색 공을 지명한 프리볼의 점수가 득점된다. 

(g)  

① 만약 빨간색 공 또는 빨간색 공을 지명한 프리볼을 넣는다면, 동일한 

선수가 다음 스트로크를 하고 선수가 선택한 색깔 공이 다음에 겨냥하는 공이 

된다. 만약 색깔 공을 포팅한다면, 그 색깔 공은 해당 스팟에 놓는다. 

② 빨간색 공이 테이블에서 모두 없어질 때가지 빨간색 공과 색깔 공을 

교대로 넣으며 브레이크는 계속되고, 마지막 빨간색 공을 포팅한 다음에 

해당하는 색깔 공을 공격한다.  



③ 그리고서 색깔 공들은 섹션 3 룰 1 에 따라 그 점수 순서대로 노리고, 다음 

순서의 공이 테이블에 없다면 섹션 3룰 4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구자는 그 다음 

순서의 색깔 공을 스트로크 한다. 

④ 모든 공이 멈추고서 심판이 색깔 공을 스팟에 놓기 전에 타구자가 경기를 

한다면, 색깔 공의 점수는 득점이 되지 않고 섹션 3 룰 10 (a)(1) 또는 섹션 3 

룰 10(b)(1)이 적절히 적용될 것이다. 

(h) 빨간색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났을 때, 선수에게 그 

파울로 이득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보통 테이블에 재배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섹션 3 룰 2(c)(2), 9, 14(f), 15, 18(b)는 예외로 한다. 

(i) 타구자가 공을 넣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지체없이 테이블에서 나와야만 

한다. 타구자가 테이블에서 나오기 전 또는 나오는 동안에 파울을 한다면 그 

선수는 섹션 3 룰 10 에 의거하여 벌칙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 스트로크는 

수구가 멈춘 위치에서 하거나, 수구가 테이블을 벗어난 경우에는 인핸드로 

진행한다. 섹션 3 룰 14(d)에 따라 수구를 재배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j) 어떤 공이 포켓에 들어갔으나 테이블로 다시 튀어나오면,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포켓이 가득 차 있었기에 이것이 발생하면 타구자는 

보상받지 않는다. 

 

3.4.3.4 프레임, 게임, 매치의 종료 : 

(a) 테이블 위에 오직 검정색 공만이 목적구로 남았을 때, 다음 2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득점하거나 또는 파울을 하면 그 프레임은 종료된다. 

① 동점일 경우 

② 점수의 총합이 관계없는 경우 

(b) 위 2 가지 경우를 적용할 때 

① 검정색 공은 스팟에 놓는다. 

② 선수들은 다음 공격 순서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을 한다. 

③ 다음 공격 선수는 인핸드로 경기한다. 

④ 다음 득점 또는 파울로 그 프레임은 종료된다. 



(c) 점수의 총합이 게임이나 매치의 승자를 결정하는데 마지막 프레임이 

종료되었을 때 총 점수가 같을 경우, 그 프레임의 선수들은 위의 (b)와 같이 

검정색 공을 다시 스팟에 놓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3.4.3.5 인핸드로 경기 : 인핸드로 경기하려면 수구를 D 존 내 또는 선 위에 놓고 

쳐야 한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칠 수 있다. 

(a) 수구가 제대로 놓였는지(D 존 밖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받는다면 심판은 

이를 명시할 것이다. 

(b) 수구를 놓는 동안에 큐의 팁이 수구에 닿았으나 심판이 타구자가 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수구는 인플레이 상태가 아니다. 

 

3.4.3.6 2개의 공을 동시에 침 : 2개의 빨간색 공 또는 프리볼과 겨냥한 공 이외에, 

수구가 먼저 맞추는 2 개의 공은 동시에 맞아서는 안된다.  

 

3.4.3.7 색깔 공의 배치 :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 밖으로 나간 색깔 공은 

섹션 3 룰 3(g)(3)에 따라 최종적으로 넣을 때까지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해당 스팟에 놓는다.  

(a) 선수는 공을 정확히 스팟에 놓지 않는 심판의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 섹션 3 룰 3(g)(3)에 따라 점수순대로 색깔 공을 포팅한 후 색깔 공을 잘못 

스팟에 놓는다면, 실수를 발견했을 때 페널티 없이 테이블에서 치우고 그 

위치에서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 

(c) 만약 스팟에 잘못 놓인 공을 스트로크 한다면, 다음 스트로크를 위해 

정확히 스팟에 놓인 것으로 간주한다. 부정확하게 테이블에서 빠진 색깔 공은 

스팟에 놓을 것이다. 

① 이전의 실수 때문에 빠졌다면 발견했을 때 페널티 없이 스팟에 놓는다. 

② 만약 심판이 스팟에 놓을 수 있기 전에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한다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스팟에 놓는다.  

(d) 만약 색깔 공을 스팟에 놓아야 하지만 해당 스팟이 점유되었다면, 가능한 

가장 높은 점수의 스팟에 놓을 것이다. 



(e) 만약 2 개 이상의 색깔 공을 스팟에 놓아야 하지만 해당 스팟이 

점유되었다면, 가장 높은 점수의 공이 스팟에 놓는 순서로 우선권을 갖는다. 

(f) 모든 스팟이 점유되었다면, 색깔 공은 스팟과 탑쿠션의 가장 가까운 부분 

사이에서 가능한 그 해당 스팟에 가깝게 놓는다.  

(g) 분홍색 공과 검정색 공의 경우, 만약 모든 스팟이 점유되었고 그 스팟과 

탑쿠션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사이에 가능한 공간이 없다면, 색깔 공은 그 

스팟 아래편 테이블의 센터라인 위로 그 스팟과 가능한 가까이 놓는다. 

(h) 모든 경우에 스팟에 놓은 색깔 공은 다른 공과 닿아서는 안된다. 

(i) 색깔 공을 올바르게 스팟에 놓기 위해서는 이 규칙에서 지정한 스팟에 

손으로 놓아야만 한다. 

 

3.4.3.8 터칭 볼(Touching ball) : 

(a) 스트로크가 끝났을 때 수구가 공 또는 겨냥한 공, 겨냥했던 공에 닿아 

있으면, 심판은 Touching ball 을 선언하고 어떤 공이 또는 겨냥한 공이 수구와 

닿아있다고 알린다. 만약 빨간색 공(또는 빨간색 공으로 지명한 프리볼)을 

포켓에 넣은 뒤 수구가 1 개 이상의 색깔 공과 닿아있다면, 심판은 또한 

타구자에게 어떤 색깔 공을 겨낭하는지 선언하고자 물을 수 있다. 

(b) Touching ball 이 선언되었을 때, 타구자는 그 공이 움직이지 않고 그 

공에서 벗어나게 수구를 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푸쉬 스트로크이다. 

(c) 타구자가 닿아 있는 목적구가 움직이지 않게끔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① 그 공을 겨냥하는 경우 

② 그 공을 겨냥할 수 있고 타구자가 그 공을 겨냥함을 선언한 경우 

③ 그 공을 겨냥할 수 있고 타구자가 겨냥함을 선언하여 먼저 맞추고 또다른 

공을 겨냥할 수 있는 경우 

(d) 만약 수구가 겨냥하지 않은 공에 닿거나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 멈춘다면, 

심판은 이것이 닿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요청받아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것이다. 타구자는 반드시 위와 같이 건드리지 않고 경기해야 하지만 

겨냥한 공은 먼저 맞춰야만 한다. 



(e) 수구가 겨냥한 공과 아닌 공, 두 개 모두와 닿아 있을 때, 심판은 오직 

겨냥한 공만 닿은 것으로 나타낼 것이다. 만약 타구자가 심판에게 수구가 

겨냥하지 않은 공에 역시 닿아 있는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f) 만약 심판이 타구하는 순간에 닿아있는 공의 움직임을 타구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을 것이다. 

(g) 만약 수구와 닿아 있지 않은 정지된 목적구를 심판이 조사했을 때, 

스트로크를 하기 전 수구가 나중에 닿은 것을 발견한다면, 심판은 그 공들을 

재배치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심판이 닿은 공을 조사했을 때 닿아 있던 공이 

나중에 닿아있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하여, 심판은 그 공들을 재배치할 것이다. 

 

3.4.3.9 포켓 모서리 위의 공(Ball on Edge of Pocket) : 공이 다른 공에 맞지 않고 

포켓에 들어갔을 때, 

(a) 스트로크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다시 재배치하고 이전의 점수로 되돌린다. 

(b) 만약 스트로크에 연관된 공으로 맞추고, 

① 이런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규칙을 어겼으나 공이 포켓에 들어간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공들은 다시 재배치하고 같은 타구자가 다시 같은 스트로크를 

반복하거나, 그의 재량으로 다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② 만약 파울을 했다면, 타구자는 섹션3룰10에 규정된 페널티를 받으며, 모든 

공들은 재배치되고 다음 선수는 파울 후의 일반적인 선택권을 갖게 된다.   

(c) 만약 공이 잠깐동안 포켓 모서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들어간다면,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 재배치하지 않는다. 

 

3.4.3.10 페널티(Penalties) : 다음의 동작들은 파울이고, (a)~(d)에 명시된 더 높은 

점수를 제외하고는 4 점의 페널티를 부가한다. 페널티는 

(a) 겨냥한 공의 점수로 부가한다. 

① 프리볼일 때 심판이 색깔 공을 스팟에 놓는 것을 마치기 전에 타구하는 

경우  

②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수구를 2 번 이상 타구하는 경우 

③ 바닥에서 양 발이 모두 떨어져 타구하는 경우 



④ 순서를 바꾸어 경기하거나, 섹션 2룰 6(e)에 반하여 상대방의 차례가 끝나기 

전에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⑤ 오프닝 스트로크를 포함하여 적절치 않게 인핸드로 경기하는 경우 

⑥ 수구로 목적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⑦ 수구를 포켓에 넣는 경우 

⑧ 섹션 3 룰 12(b)②의 규칙을 제외하고, 수구가 프리볼 뒤에 스누커되는 경우  

⑨ 점프샷을 하는 경우 

⑩ 규격외 큐로 경기하는 경우 

⑪ 섹션 3 룰 17(e)에 반하여 파트너와 상의하는 경우 

(b) 겨냥한 공 또는 연관된 공의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로 부가한다. 

① 공이 멈추지 않았는데 타구하는 경우 

② 심판이 프리볼이 아닌 색깔 공을 스팟에 놓는 것을 마치기 전 타구하는 

경우  

③ 겨냥하지 않은 공을 포켓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 

④ 수구로 겨냥하지 않은 공을 먼저 맞추는 경우 

⑤ 푸쉬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⑥ 합법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아닌 경기 중에 공을 건드리거나 

볼마커를 건드리는 경우 

⑦ 공을 테이블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 

(c) 겨냥한 공의 점수 또는 2 개의 빨간색 공(빨간색 공을 겨냥할 때)이나 

프리볼과 겨냥한 다른 공의 경우가 아닌 수구가 동시에 두 개의 공을 먼저 

맞출 때 연관된 두 개의 공 가운데 더 높은 점수 

(d) 아래의 경우 7 점을 부가한다. 

① 타구자가 의도를 갖고 테이블 밖으로 나간 공을 사용하는 경우 

② 간격이나 거리를 재기 위해 어떤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③ 연이은 스트로크로 빨간색 공들 또는 프리볼 다음으로 빨간색 공을 치는 

경우 

④ 프레임이 시작하고서 수구로 흰색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하는 경우 



⑤ 스누커 되었을 때 또는 심판이 요구하여 어떤 공을 겨냥하는지 선언하지 

않은 경우 

⑥ 빨간색 공을 포팅한 후(빨간색 공을 프리볼로 지명하거나), 색깔 공이 

지명되기 전에 파울을 저지른 경우 

 

3.4.3.11 파울(Foul) : 만약 파울을 저지른다면, 심판은 즉시 파울을 선언할 것이다. 

(a)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차례는 즉시 종료되고 심판은 

페널티를 선언할 것이다. 

(b) 만약 스트로크를 했다면, 심판은 페널티를 선언하기 전에 스트로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c) 만약 다음 스트로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에 의해 파울이 주어지거나 

타구자가 아닌 선수에 의해서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는 용인된다. 

(d) 올바른 스팟에 놓이지 않은 색깔 공은 놓인 위치에 남겨두지만, 예외로 

테이블 밖으로 나간다면 올바르게 스팟에 놓는다.  

(e) 파울하기 전에 한 번의 브레이크로 득점한 점수는 주어지지만 파울이 

선언된 스트로크에서 포켓에 넣은 공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f) 다음 스트로크는 수구가 멈춘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수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면 인핸드로 경기한다. 

(g) 만약 한번의 스트로크에서 2 개 이상의 파울을 저지른다면, 가장 높은 

점수의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 

(h) 파울을 저지른 선수는, 

① 룰 10(페널티)에서 규정된 페널티를 받는다. 

② 다음 차례의 선수가 요구한다면 다음 스트로크를 해야만 한다. 

(i) 스누커 되거나 방해가 되었을 때,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준비하는 동안에 

수구를 포함한 공을 파울해서 그 상대방 선수에 의하여 다시 치도록 

요구받는다면, 그 상대방은 반칙에 앞서 그 겨냥한 공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선택권을 갖는다. 즉, 다시 말해서  

① 빨간색 공을 겨냥했다면, 어느 것이든 빨간색 공 

② 모든 빨간색 공이 테이블 위에 없다면, 색깔 공 

③ 빨간색 공을 넣은 후 색깔 공을 겨냥했다면, 타구자가 선택한 색깔 공 



④ 빨간색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빨간색 또는 노란색 공을 칠 선택권 

움직인 공은 타구자의 상대방 선수가 요구한다면 심판이 그 원래 위치로 다시 

배치할 것이다. 

 

3.4.3.12 파울 이후의 스누커(Snookered After a Foul) : 파울한 후에 만약 수구가 

스누커 된다면, 심판은 프리볼을 선언할 것이다. 

(a) 만약 다음 차례의 선수가 스트로크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① 그 선수는 어느 공이든 겨냥할 공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포켓에 들어가 스팟에 놓이는 것을 제외하고, 지명된 공은 그 겨냥한 공의 

점수를 얻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b) 다음의 경우는 파울이다 

① 만약 수구가 지명한 공을 먼저 맞추는데 실패하거나, 겨냥한 공과 동시에 

먼저 맞추는데 실패하는 경우  

② 분홍색 공과 검정색 공만이 오직 목적구로 테이블에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프리볼로 지명하여 수구가 빨간색 공이나 겨낭한 공에 스누커되는 경우 

(c) 만약 프리볼이 포켓에 들어간다면, 스팟에 놓이고 그 겨냥한 공의 점수를 

득점한다. 

(d) 수구가 지명한 공을 먼저 맞추거나 겨냥한 공과 동시에 맞춘 후 그 겨냥한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 그 공은 득점이 되고 테이블에서 치워둔다. 

(e) 만약 지명한 공과 겨냥한 공 모두 포켓에 들어간다면, 빨간색 공일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겨냥한 공만 득점하게 되고 겨냥한 공은 테이블에서 치워둔다. 

(f) 만약 위반한 선수가 다시 치도록 요구받는다면, 프리볼 선언은 효력이 

사라진다. 

 

3.4.3.13 플레이 어게인(Play again) : 선수가 파울 이후에 상대방 선수에게 다시 

치도록 요구했거나, 파울앤미스 후에 공을 다시 배치하도록 요청했을 때, 

이러한 요구는 철회할 수 없다. 다시 칠 것을 요구받은 선수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a)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① 그가 할 스트로크에 관하여 



② 그가 치려 시도할 공에 관하여 

(b) 어느 공이든 자기가 포켓에 넣을 공을 득점할 수 있다. 

 

3.4.3.14 파울 앤 어 미스(Foul and a Miss) : 타구자는 최선을 다해서 겨냥한 공을 

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심판이 룰을 위반했다고 여긴다면, 테이블 위에 

검정색 공만 남아 있거나 겨냥한 공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심판은 파울 앤 어 미스를 선언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충분한 힘으로써 겨냥한 공을 쳐 가로막은 공이 없다면 겨냥한 

공에 도달할 수 한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타구자는 겨냥한 공을 맞추려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파울 앤 어 미스가 선언된 후, 다음 선수는 그 재량으로 위반한 선수에게 

남겨진 위치 또는 그 원래 위치에서 다시 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그 겨냥한 공은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기 전의 공과 같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① 빨간색 공을 겨냥했다면, 어느 것이든 빨간색 공 

② 모든 빨간색 공이 테이블 위에 없다면, 색깔 공 

③ 빨간색 공을 넣은 후 색깔 공을 겨냥했다면, 타구자가 선택한 색깔 공 

(b) 스트로크를 하는데 수구로부터 겨냥한 공의 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분명한 경로가 있을 때 만약 타구자가 겨냥한 공을 먼저 맞추는데 

실패한다면, 심판은 파울 앤 어 미스를 선언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스트로크가 이루어지기 전 또는 그 결과로서 어느 선수가 페널티 점수가 

필요한 경우 

② 스트로크 전 또는 후에, 다시 스팟에 놓는 검정색 공의 점수를 포함하지 

않고서 테이블 위의 가능한 점수가 점수차와 같은 경우 

(c) 위의 (b)에 의거하여 수구로부터 겨냥했던 공까지 직선으로 중앙에, 공 한 

개의 크기만큼, 맞추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경로가 있었을 때 (빨간색 

공의 경우 색깔 공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빨간색 공의 전체 지름으로 

측정된다) 미스가 선언된 후 



① 같은 위치에서 스트로크 하여 겨냥한 공을 먼저 맞추지 못하는 실패를 더 

하는 것은 득점차와 관계없이 파울 앤 어 미스가 선언될 것이다. 

② 만약 원래 위치에서 다시 치도록 요청 받는다면, 심판은 위반한 선수에게 

세 번째 실패하면 그 프레임이 상대방 선수에게 주어질 것을 경고할 것이다.  

③ 만약 다른 위치에서 다시 치도록 요청 받는다면, 파울 앤 어 미스 상황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d) 이 룰에 따라 수구가 다시 배치된 후에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준비하는 

동안 수구를 포함한 공을 파울하고 스트로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스는 

선언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적절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고, 겨냥한 

공은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기 전과 동일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① 빨간색 공을 겨냥했다면, 어느 것이든 빨간색 공 

② 모든 빨간색 공이 테이블 위에 없다면, 색깔 공 

③ 빨간색 공을 넣은 후 색깔 공을 겨냥했다면, 타구자가 선택한 색깔 공 

④ 다음 차례의 선수는 자신이 스트로크 할 것을 선택하거나 위반한 선수가 

남겨진 위치에서 다시 칠 것을 요청하는 할 수 있다. 

⑤ 다음 차례의 선수는 심판에게 모든 움직인 공을 그 원래 위치로 다시 

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위치에서 다시 위반한 선수가 치도록 할 수 있다. 

⑥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연속적인 미스 선언 중에 발생한다면, 상대방 

선수에게 그 프레임이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경고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e) 스트로크 전 또는 후에 테이블 위에 가능한 점수가 재배치하는 검정색 

공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차와 같은 경우 이외에 모든 다른 미스들은 심판의 

재량으로 선언될 것이다.  

(f) 미스를 하고서 다음 차례의 선수가 수구를 재배치할 것을 요청한 후, 

심판이 공격 선수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방해된 

목적구들은 그 자리에 남겨둘 것이다.  

(g) 미스 후에 공을 재배치 할 때, 위반한 선수와 다음 차례의 선수 모두는 그 

위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h) 이런 논의 중에 만약 한 선수가 인플레이 상황인 공을 건드린다면, 경기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선수는 그가 타구자인 것처럼 벌칙을 받게 



될 것이다. 건드린 공은 심판이 재배치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집어 들더라도 그 

원래 위치에 놓을 것이다. 

(i) 만약 심판이 수구 외의 공들을 재배치하려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는 그 

원래 위치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것에 대해 요청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고, 

심판은 그의 의도를 명시해야 한다. 

 

3.4.3.15 타구자 외에 의해 움직인 공(Ball moved by other than striker) : 만약 

정지된 또는 움직이는 공이 타구자에 의한 것 외에 건드려진다면, 심판은 

자신의 판단에 그 공의 원래의 위치 또는 공이 멈췄을 위치에 페널티 없이 

다시 배치할 것이다. 

(a) 이 룰은 타구자의 파트너 외의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타구자가 공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테이블 표면의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공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팟에 놓인 공이 다음 스트로크가 

이뤄지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심판이 공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선수가 벌칙을 받지 않는다. 

 

3.4.3.16 교착상태(Stalemate) : 만약 심판이 교착상태가 되었다고 또는 교착상태에 

근접했다고 판단한다면, 심판은 선수들에게 그 프레임을 다시 시작할 것을 

즉시 제안할 것이다. 만약 한 선수가 반대한다면, 심판은 규정된 기한(보통 

각각 3 번씩의 스트로크를 더 하지만 심판의 재량에 따름) 내에 반드시 

상황이 변화됨을 조건으로 하여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만약 

규정된 기한이 끝난 후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심판은 프레임의 

시작과 같이 모든 점수를 무효화하고 모든 공을 다시 세팅한다. 

섹션 3 룰 3(d)(3)에 따라서 오프닝 스트로크를 한 선수가 다시 오프닝 

스트로크를 하고, 정해진 경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경기를 한다. 

 

3.4.3.17 포핸디드 스누커(Four-handed Snooker) : 

(a) 4 명이 하는 경기에서 각 팀은 교대로 프레임을 시작하고 경기의 순서는 각 

프레임이 시작할 때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순서는 그 프레임 동안 

유지해야만 한다. 



(b) 선수들은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할 때 경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c) 만약 파울을 하고 다시 치도록 요구된다면, 파울을 한 선수가 다음 

스트로크를 하고 경기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만약 순서가 바뀌어 파울이 

선언된다면, 위반한 선수의 파트너는 기회를 잃을 것이고 위반한 선수든 

아니든 다시 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d) 프레임이 동점으로 종료되면 섹션 3 룰 4 를 적용한다. 재배치된 검정색 

공은  필요하다면 먼저 스트로크한 팀이 어떤 선수가 스트로크를 할 것인지 

선택권을 갖는다. 경기의 순서는 그 프레임과 같이 계속된다. 

(e) 파트너는 프레임 동안에 상의할 수 있으나, 타구자가 테이블에 다가서 

득점없이 또는 파울을 해 브레이크가 끝날 때까지는 상의할 수 없다. 

 

3.4.3.18 보조장비(부수기재)의 사용(Use of Ancillary Equipment) : 테이블에서 

사용할 장비를 놓고 치우는 것은 타구자의 책무이다. 

(a) 타구자는 자기가 테이블에 가져온 모든 물품(레스트와 익스텐션을 

포함하지만 한정되지는 않은)에 대하여 타구자가 책임을 진다. 자기 소유든 

또는 빌려오든(심판에게 빌린 것은 예외) 타구자는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자신이 저지른 파울에 대해 벌칙을 받을 것이다. 

(b) 일반적으로 심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받아 테이블에 있는 

장비는 타구자는 책임이 없다. 만약 이 장비가 결함이 있어 그로 인해 

타구자가 공을 건드렸다고 입증한다면, 파울은 선언되지 않는다. 

(c) 필요하다면, 심판은 섹션 3 룰 15 에 따라서 공을 다시 배치할 것이고, 한 

브레이크 동안이라면 타구자는 페널티없이 계속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3.4.3.19 해석(Interpretation) : 

(a) 이 룰과 정의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성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b) 상황들은 장애인에게 룰을 적용함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① 섹션 3 룰 10(a)(3)은 휠체어를 탄 선수에게 적용할 수 없다. 



② 선수가 예를 들어 빨간색과 녹색 공과 같이 공의 색 차이를 알 수 없다면, 

심판에게 요청하여 선수는 그 공의 색깔을 들을 수 있다.  

(c) 심판이 없을 때, 상대방 선수 또는 팀은 이 룰의 의도처럼 심판으로 

간주될 것이다. 

 

 

3.4.4 선수 

 

3.4.4.1 행동(Conduct) : 

(a) 경기 중: 

 ① 스트로크를 하거나 스트로크를 결정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선수 

 ② 심판의 판단에 선수의 행동이 고의적인 또는 지속적인 부정한 행동 

 ③ 비신사적인 행동 

 ④ 프레임을 계속하기를 거절하는 것 

심판은, 

 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선수에게 상대 선수에게 그 프레임이 주어질 것이라 

경고할 것이다. 

 ⑥ 또는 상대 선수에게 그 프레임을 줄 것이다. 

 ⑦ 경기 중 그 행동이 충분히 심각하다면, 그 게임은 상대 선수에게 주어질 

것이다. 

(b) 만약 심판이 ⑤에 따라 경고를 한 후, 위와 같은 행동이 더 발생한다면, 

심판은 반드시 

 ① 상대 선수에게 그 프레임을 줄 것이다. 

 ② 경기 중 그 행동이 충분히 심각하다면, 그 게임은 상대 선수에게 주어질 

것이다. 

(c) 만약 심판이 위의 조항에 따라 상대 선수에게 프레임을 주고, 그 선수가 

이와 같은 더 행동한다면, 심판은 반드시 상대 선수에게 그 게임을 줄 것이다. 

(d) 심판이 프레임이나 게임을 상대 선수에게 주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어필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4.4.2 페널티(Penalty) : 

(a) 만약 프레임이 이 규칙에 의해 몰수된다면, 위반한 선수는 

 ① 그 프레임에 패배한다. 

 ② 득점한 모든 점수를 몰수되고 상대 선수는 테이블에 남아있는 공의 

점수를 받게 된다. 빨간색 공은 8 점으로 계산되고 부정확하게 테이블에서 

없어진 색깔 공은 스팟에 놓인 것처럼 계산한다. 

(b) 만약 게임이 이 규칙에 의해 몰수된다면, 위반한 선수는 

 ① (a)와 같이 프레임에 패배한다. 

 ② 추가적으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프레임 중 게임이 종료되기에 필요한 

수만큼 프레임을 잃을 것이다. 

 ③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프레임은 각각 147 점으로 계산되어 패배할 것이다. 

 

3.4.4.3 상대 선수(Non-striker) : 타구자가 경기할 때, 상대 선수는 타구자의 시선 

상에서 서있거나 움직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상대 선수는 테이블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앉거나 서있어야 하며 타구자의 집중력을 방해할만한 

움직임이나 행동은 피해야 한다. 

 

3.4.4.4 결석(Absence) :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상대 선수는 그의 

이득을 지켜볼 대리인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파울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은 시작 전에 심판에게 알려야만 한다. 

 

3.4.4.5 패배 인정(Conceding) : 

(a) 선수는 자신이 타구자일 때에만 패배를 인정할 수 있다. 상대 선수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경기할 

것을 선택한다면, 이는 무의미해지고 무효가 될 것이다. 

(b) 스코어의 합계가 적용되고 프레임이 양보되었다면, 테이블에 남아있는 

모든 공들은 상대방의 점수에 추가된다. 이런 경우에 빨간색 공은 각각 

8 점으로 계산되고, 부정확하게 테이블에서 없어진 색깔 공은 스팟에 놓인 

것처럼 계산한다. 



(c) 스누커가 요구되지 않는 한 선수는 프레임의 패배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 룰의 위반은 비신사적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3.4.5 임원 

 

3.4.5.1 심판(The Referee) : 

(a) 심판은, 

① 경기가 공정한지 판단할 유일한 자이다. 

② 이 룰에 따라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기를 위해 

자유롭게 판결해야 한다. 

③ 이 룰에 따라 경기의 예의바른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④ 만약 이 룰의 위반을 본다면 개입해야 한다. 

⑤ 요청이 있을 시에 선수에게 공의 색깔을 알려줘야 한다. 

⑥ 선수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공을 닦아줘야 한다. 

(b) 심판, 

① 이 룰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② 선수가 파울인 스트로크를 하려해도 어떠한 지시도 해서는 안된다. 

③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점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을 해서는 안된다. 

④ 점수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c) 만약 심판이 어떤 사건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재량권으로 심판은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마커 또는 다른 임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녹화하던 관중의 카메라나 비디오를 보고 그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4.5.2 마커(Marker) : 마커는 점수판에 점수를 기입하고 심판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록원(recorder)의 역할 또한 해야 한다. 

 



3.4.5.3 기록원(Recorder) : 기록원은 각 선수나 팀이 어디에서 파울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점수를 올렸는지 증명하여 경기한 각 스트로크의 기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레이크 합계를 기록해야 한다. 

 

3.4.5.4 임원의 도움(Assistance by Officials) : 

(a) 타구자의 요청 시, 심판이나 마커는 스트로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명기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잡아야 한다. 

심판 또는 마커는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 그 환경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 

 

 

3.4.6 간소화한 형태의 스누커 

 

3.4.6.1 6-red : 모든 일반적 스누커 경기의 룰을 적용하고 다음의 예외를 둔다. 

(a) 6 회 연속 이상의 파울 앤 어 미스 선언을 한번에 하지 않는다. 

(b) 4 회 연속의 파울 앤 어 미스 선언 후, 심판은 공격 선수에게 파울 앤 어 

미스가 선언이 한번 더 나온다면 상대방 선수는 다음의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할 것이다. 

① 공이 멈춘 곳에서 경기를 한다. 

② 상대 선수에게 공이 멈춘 곳에서 경기하도록 요구한다. 

③ 수구를 어디든지 테이블 위에 놓는다. 하지만 만약 경기가 “Snooker 

required" 단계에 도달한다면 이 옵션은 선택할 수 없다. 

(c) 선수는 언제라도 지명된 색깔 공 뒤에 스누커할 수 없다. 

 

3.5 잉글리쉬빌리아드 경기규칙 

 

 3.5.1 표준 스누커당구대 

 



3.5.1.1 보크라인과 보크(Baulk-line and Baulk) : Bottom cushion 의 면으로부터 

29ins(737mm) 떨어지고, 그 면에 평행한 직선을 Baulk-line 이라 하며, 그 

선과 그 사이의 공간을 Baulk 라고 한다. 

 

3.5.1.2 D 존 : 보크라인에 그려진 반원이며 그 중심은 Baulk-line 의 중앙에 있고, 

반경은 11.5ins(292mm)이다. 

 

3.5.1.3 스팟 : 4 개의 스팟은 테이블의 중앙 롱스트링 위에 표시한다.  

① 헤드쿠션의 중앙 면에서 수직으로 12 와 3/4in(324mm) 떨어진 지점  

② 센터스팟은 헤드쿠션과 풋쿠션의 중앙 지점 

③ 피라미드 스팟은 센터스팟과 헤드쿠션의 중앙 지점  

④ 보크라인의 정중앙 

 

 

 3.5.2 정의 

 

3.5.2.1 게임(Game) : 게임은 시작에서부터 각 선수 또는 팀이 다음과 같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a) 자기 차례에서 선수의 양보 

(b) 규정된 시간의 종료 

(c) 규정된 점수에 도달함 

(d) 섹션 4 룰 2 에 따라 심판이 수여함 

 

3.5.2.2 매치(Match) : 매치는 동의된 또는 규정된 수의 게임들로 이루어진다. 

 

3.5.2.3 공(Balls) :  

(a) 수구는 타구자의 공이다. 

(b) 상대 선수의 공과 빨간색 공은 목적구이다. 

 



3.5.2.4 스트링잉(Stringing) : 스트링잉은 양 선수(또는 각 팀에서 한 선수)가 함께 

“D”존의 한쪽인 보크라인으로부터 헤드쿠션을 쳐서 돌아올 때, 상대 선수가 

친 공보다 더 보크쿠션에 가깝게 테이블의 쿠션 위에 멈추도록 치는 것이 

목적이다. 사이드쿠션에 닿거나 테이블의 절반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옵션을 줘야 한다.(섹션 3 룰 2) 

 

3.5.2.5 타구자와 턴(Striker and Turn) : 치려는 또는 치고 있는 사람이 타구자이며, 

마지막 스트로크 또는 파울로 차례가 끝나 심판이 그 선수가 테이블을 

벗어낫다고 판단할 때까지 타구자이다. 만약 상대 선수가 테이블로 나와 

순서가 뒤바뀐다면, 그 상대 선수는 테이블을 떠나기 전 그가 저지를 수 있는 

파울에 대해 타구자로 간주될 것이다. 심판이 상기의 조건에 만족할 때, 다음 

타구자의 차례가 시작한다. 다음 타구자의 차례와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그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끝이 난다. 

(a) 스트로크를 해 득점하지 못함 

(b) 파울을 함 

 

3.5.2.6 스트로크(Stroke) :  

(a) 스트로크는 타구자가 수구를 큐팁으로 큐의 일직선 방향으로 칠 때 

이뤄진다. 

(b) 룰을 위반하지 않을 때 스트로크는 정당하다. 

(c) 스트로크는,  

① 모든 공이 멈출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② 타구자가 일어서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준비를 하거나 테이블을 떠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③ 타구자가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위치에서 치워질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④ 심판이 그 스트로크와 관련하여 점수를 선언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d) 스트로크는 직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① 수구가 쿠션을 먼저 맞추지 않고 목적구를 맞출 때 직접적인 스트로크이다.  

② 수구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목적구를 맞추기 전에 1 개 이상의 쿠션을 

맞출 때, 간접적인 스트로크이다. 



 

3.5.2.7 포트(Pot) : 이 룰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공을 맞춘 후 목적구를 포켓에 넣는 

것을 포트라 한다. 공이 포트되는 것은 포팅(Potting)으로 알려져 있다. 

포트는 또한 위닝해저드(Winning hazard)라 한다.  

 

3.5.2.8 인오프(In-off) : 인오프는 이 룰을 위반하지 않고 목적구를 맞춘 후 수구를 

포켓에 넣는 것을 말한다. 만약 수구가 두 목적구 모두를 맞춘다면, 먼저 

맞은 목적구가 인오프된 것이다. 인오프는 또한 루징해저드(Losing hazard)라 

한다. 

 

3.5.2.9 해저드(Hazard) : 해저드는 캐논(Cannon)을 포함하지 않는 득점 

스트로크이다.  

(a) 포트 

(b) 인오프 

(c) 투 포츠 (two pots) 

(d) 포트 앤 인오프 (a pot & an in-off) 

(e) 투 포츠 앤 인오프 (two pots & an in-off) 

 

3.5.2.10 캐논(Cannon) : 이 룰을 위반하지 않고 한번의 스트로크로 수구를 두 

목적구 모두에 맞출 때 캐논이라 한다. 한번의 스트로크에서 오직 한번의 

캐논으로 득점할 수 있다. 

 

3.5.2.11 브레이크(Break) : 타구자가 자신의 차례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진 득점 

스트로크의 수를 브레이크라 한다. 

 

3.5.2.12 인핸드(In-hand) :  

(a) 한 선수의 공은 다음의 상황에 인핸드이다. 

① 각 게임이 시작하기 전 

② 포켓에 들어갔을 때 

③ 테이블 밖으로 나갔을 때 



④ 공들이 섹션 3 룰 13(a)에 따라서 스팟에 놓인 후 

(b) 다음의 상황까지 인핸드를 유지한다. 

① 인핸드로 정당하게 경기할 때까지 

② 테이블 위에 있는 동안에 파울이 나올 때까지  

③ 섹션 3 룰 10(c) 또는 15(c)②에 따라 스팟에 놓일 때까지  

(c) 위와 같이 수구가 인핸드일 때 타구자의 인핸드 상황이 된다. 

 

3.5.2.13 볼인플레이(Ball in play) :  

(a) 선수의 공은 인핸드인 상황이 아닐 때 인플레이이다.   

(b) 빨간색 공은 스팟에 놓이고 포팅되거나 테이블을 벗어날 때까지 

남아있다면 인플레이이다. 

 

3.5.2.14 볼인보크(Ball in Baulk) : 공이 보크라인의 중앙 또는 보크라인과 풋쿠션 

사이에 멈출 때 볼인보크 라고 한다.  

 

3.5.2.15 테이블을 벗어남(Forced off the table) : 만약 공이 테이블의 경기면 또는 

포켓 이외의 위치에 멈춘다면, 그 공은 테이블을 벗어난 것이다. 또는 만약 

인플레이 상황에서 타구자가 공을 집어 올렸다면 테이블을 벗어난 것이다.  

 

3.5.2.16 미스(Miss) : 수구가 두 목적구가 모두 인보크 일 때 어느 목적구도 맞추지 

못한다면 미스 라고 한다. 

 

3.5.2.17 러닝어쿠(Running a coup) : 타구자가 인핸드 상황에서 보크 밖에 공이 없을 

때, 자신의 수구를 포켓에 직접 넣는 것을 러닝어쿠 라고 한다. 만약 수구가 

쿠션에 먼저 맞고 포켓에 들어 간다면 러닝어쿠라 보지 않는다. 

 

3.5.2.18 파울(Foul) : 파울은 이 룰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5.2.19 스팟오큐파이드(Spot occupied) : 만약 스팟에 다른 공과 접촉없이 공을 

놓을 수 없다면 그 스팟은 점유되었다고 한다. 



 

3.5.2.20 푸쉬스트로크(Push storke) : 푸쉬스트로크는, 

(a) 수구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큐팁이 수구와 여전히 닿아 있거나,  

(b) 수구와 목적구가 닿았을 때 큐팁이 수구에 닿아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예외로, 수구와 목적구가 거의 닿은 상태에서 수구가 목적구를 매우 미세하게 

건드린다면 이것은 푸쉬 스트로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3.5.2.21 점프샷(Jump shot) : 수구가 목적구의 어느 부분 위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 수구가 목적구에 닿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프 샷은 이뤄진다. 

예외로,  

(a) 수구가 먼저 목적구를 맞추고서 다른 공을 넘었을 때 

(b) 수구가 뛰어서 목적구를 먼저 맞추었지만 그 건너편에 떨어지지 않은 경우 

(c) 적법하게 목적구를 맞추고서 쿠션이나 다른 공에 맞은 뒤 그 목적구를 

넘은 경우 

 

 

3.５.3 경기 

 

3.５.3.1 설명 : 잉글리쉬빌리아드는 두 선수 또는 팀이 경기하고 그 게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3 개의 공을 사용한다. 한 팀은 흰색 공, 다른 팀은 노란색 공이나 점이 

박힌 흰색 공(식별을 위해 2 개 이상의 검정색 점), 그리고 빨간색 공을 

사용한다. 

(b) 한 선수의 차례에서 득점 스트로크는 포트, 인오프 그리고 캐논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이뤄진다. 

(c) 득점 스트로크로 주어진 점수는 타구자의 점수에 추가된다. 

(d) 파울이나 미스로 인한 페널티 점수는 상대방의 점수에 추가된다. 

(e) 다음 선수가 인핸드 상황이어서 방해된 공의 시도는 간접적인 스트로크로 

해야만 할 때,  게임 중 사용한 전술은 보크 안의 두 목적구를 내보내기 

위함이다.  



(f) 게임의 승자는  

① 동의한 또는 규정된 시간내에 가장 많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 또는 팀 

② 동의한 또는 규정된 점수에 먼저 도달한 선수 또는 팀 

③ 섹션 4 룰 2 에 의거하여 게임이 주어진 선수 또는 팀 

④ 게임의 패배를 인정받은 선수 또는 팀 

(g) 매치의 승자는 가장 많은 게임을 승리하거나 총점과 연관되어 총점이 가장 

많은 선수 또는 팀 

 

3.５.3.2 게임의 시작 : 수구의 선택과 어느 팀이 먼저 경기할지는 스트링잉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 방법으로 결정되고, 모든 선수가 상호간에 이 옵션들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승자가 두가지 옵션을 모두 갖는다. 

(a) 이렇게 결정된 경기 순서는 게임 내내 바뀌지 않아야 한다.  

(b) 빨간색 공을 스팟에 놓고 첫 번째 선수는 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수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수구가 큐팁에 닿았을 때  

① 스트로크가 이뤄진 것으로 게임은 시작한다. 

② 스트로크 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섹션 3 룰 6(b)는 예외이다. 

(c) 오프닝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항상 타구자는 올바른 수구로 경기할 의무가 

있다. 심판이 잘못된 수구를 건네줄 지라도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3.５.3.3 경기방식 : 타구자가 남겨진 위치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이어가며 

득점하거나  인오프 후 또는 섹션 3 룰 13 과 같이 다른 공과 닿아 있어 

인핸드인 경우 이외에 선수들은 교대로 또는 차례차례 경기를 한다. 타구자가 

득점에 실패할 때 그 턴은 종료되고 다음 선수가 그 남겨진 위치에서 경기를 

한다. 만약 수구가 테이블을 벗어나거나 섹션 3 룰 13 과 같이 다른 공과 닿아 

있다면 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섹션 3 룰 15(c)②와 같이 파울 이후에 다음 

선수는 두 목적구를 스팟에 놓고 인핸드로 경기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갖는다. 

 

3.５.3.4 득점 : 점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 캐논, 흰색 공 포트, 노란색 공 포트, 흰색 공 인오프, 노란색 공 인오프는 

각각 2 점 득점이다. 



(b) 빨간색 공 포트와 빨간색 공 인오프는 각 3 점 득점이다. 

(c) 만약 같은 스트로크에서 2 번 이상 해저드의 해저드 콤비네이션과 캐논이 

이뤄진다면, 모두 득점이 된다.  

(d) 인오프와 캐논이 조합된다면, 인오프는 (캐논에 추가적으로) 

① 만약 빨간색 공이 수구에 먼저 맞았다면 3 점 득점이다. 

② 만약 목적구(흰색 공, 노란색 공)가 수구에 먼저 맞았다면 2 점 득점이다. 

③ 만약 두 목적구가 동시에 맞았다면 2 점 득점이다. 

 

3.５.3.5 세션과 게임의 종료 : 

(a) 세션의 정해진 시간이 종료되면, 심판은 “타임"을 선언한다. 이뤄진 

스트로크는 마치도록 허용되고, 득점한 점수는 적절한 팀에 추가된다. 만약 

다른 세션들이 이어질 것이라면, 모든 공의 위치는 심판이 측정하고 기록하여 

다음 세션은 중단된 지점에서 시작할 것이다. 

(b) 시간방식에서는 위와 같이 마지막 세션의 종료는 게임의 종료이다.  

(c) 제한시간까지 경기한 게임이나 매치에서 허용된 시간의 종료시점에 동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정한 룰은 필수적으로 동점인 경우를 

대비해야만 한다. 

(d) 동의한 또는 규정된 점수의 경기에서, 그 경기는 선수가 정해진 점수에 

먼저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 종료된다. 비록 선수가 한번의 브레이크로 모든 

점수를 득점할지라도, 오직 규정된 점수만 센다. 

 

3.５.3.6 인핸드 상황에서의 경기 : 인핸드 상황에서 경기하는 것은 수구를 반드시 

“D"존 안 또는 그 선 위에 놓고 쳐야하는 것이다. 

(a) 만약 수구가 정확하게 놓였는지 묻는다면, 심판은 이를 대답해 줄 것이다. 

(b) 만약 수구를 놓는데 큐팁으로 수구를 건드릴 때, 심판이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수구는 

인플레이가 아니다. 

(c) 수구는 보크라인 밖으로 쳐야만 한다. 만약 수구가 보크라인 밖의 

목적구와 닿아있다면, 수구가 물리적으로 보크라인을 넘지 못할지라도 수구는 

보크라인 밖으로 쳐야 한다.   



(d) 수구는 보크라인에 다시 들어와 멈추기 전 또는 보크라인 안의 공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보크라인 밖의 쿠션 또는 공과 닿아야 한다. 

(e) 수구는 보크라인 밖의 공을 맞추기 전에 보크라인 안의 쿠션에  

(f) 만약 목적구가 보크라인 안에 있다면, 목적구 표면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보크라인 밖에 있을지라도 인핸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맞출 수 없다. 

 

3.５.3.7 보크라인 위의 공 : 보크라인 위 또는 가까이 공이 위치하여 보크라인 안에 

공이 위치 한 것인지 아닌지 언제든 묻는다면, 심판은 이에 대답해야 한다. 

 

3.５.3.8 목적구 스팟팅 :  

(a) 만약 빨간색 공이 포트 되거나 테이블 밖으로 벗어난다면, 빨간색 공은 

스팟에 놓는다. 

① 만약 스팟이 점유되어 있다면, 피라미드스팟에 놓는다. 

② 만약 스팟과 피라미드스팟이 점유되어 있다면, 센터스팟에 놓는다. 

(b) 만약 스팟 또는 피라미드 스팟에 놓고서, 결합이 아닌 득점에 의해, 연이은 

스트로크에서 빨간색 공이 실수로 두 번 이상 포트 된다면, 센터스팟에 놓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① 만약 센터스팟이 점유되어 있다면, 피라미드스팟에 놓는다. 

② 센터스팟과 피라미드스팟이 점유되어 있다면, 스팟에 다시 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룰의 목적에서 스팟으로부터의 연속적인 포트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c) 다른 득점과 결합되지 않은 빨간색 공의 연속적인 포팅은, 이 스팟들이 

점유되지 않은 동안에 빨간색 공은 스팟에 두 번, 센터스팟에 한 번 놓일 

것이다.  

(d) 타구자가 연속적인 포팅으로 같은 스팟에 몇 번 놓였는지 묻는다면, 

심판은 이를 알려준다.  

(e) 공은 손으로 놓지 않는 한, 공을 스팟에 놓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f) 만약 어떤 공이 스팟 위에 손으로 놓은 공에 닿는다면, 그 공이 움직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공은 스팟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 선수는 심판이 목적구를 잘못 스팟에 놓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3.５.3.9 캐논의 한정 : 해저드와 결합되지 않은 연속적인 캐논은 75 회로 제한된다.  

(a) 70 회의 캐논 이후, 심판은 "세븐티 캐논(Seventy cannons)" 라고 알려줘야 

한다. 만약 심판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심판이 “세븐티 캐논”을 선언한 

후에 타구자는 5 회 더 캐논을 할 권리가 있다. 

(b) 심판은 타구자가 연속으로 몇 번의 캐논을 했는지 묻는 것에 대답해야 

한다. 

 

3.５.3.10 해저드의 한정 : 캐논과 결합되지 않은 연속적인 해저드는 15 회의 

스트로크로 제한된다. 

(a) 10 회의 해저드 스트로크 이후, 심판은 “텐 해저드(Ten hazards)”라고 

알려줘야 한다. 만약 심판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심판이 “텐 해저드”를 

선언한 후에 타구자는 5 회 더 해저드를 할 권리가 있다. 

(b) 심판은 타구자가 연속으로 몇 번의 해저드를 했는지 묻는 것에 대답해야 

한다. 

(c) 만약 상대방 선수의 턴에서 마지막 스트로크로 인해 상대방 선수의 공이 

테이블에서 없어진다면, 15 번째 해저드 이후, 이 공은 보크라인의 중앙에 

놓는다. 만약 점유되어 있다면 "D"존의 오른쪽 코너 위에 놓는다. 

 

3.５.3.11 포켓 모서리 위의 공 : 공이 다른 공이나 경기와 관계없는 물건에 맞지 

않고 포켓에 들어 갈 때,   

(a) 스트로크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공은 다시 놓고 득점한 점수는 센다. 

(b) 스트로크와 연관된 공에 맞는다면, 

① 이 룰의 위배됨이 없다면 (위배되지만 공이 포켓에 들어간 경우 포함), 

모든 공을 재배치하고 동일한 스트로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타구자가 그의 

재량에 따라 다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② 만약 파울이 나온다면, 모든 공은 재배치되고 다음 선수는 규정된 파울 

뒤의 선택권을 갖는다. 

(c) 만약 공이 포켓의 모서리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포켓으로 떨어진다면, 

이 것은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재배치하지 않는다. 



 

3.５.3.12 타구자 외에 의해 움직인 공 : 만약 정지한 또는 움직이는 공이 선수 외의 

것에 의해 건드려진다면, 심판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그 공의 원래 위치 또는 

멈추었을 위치에 페널티 없이 재배치한다. 

(a) 이 룰은 타구자의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 또는 존재가 타구자가 공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테이블 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움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스팟에 놓인 공이 다음 스트로크가 

이뤄지기 전에 움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심판이 공을 건드린 것은 선수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3.５.3.13 터칭 볼(Touching Ball) : 

(a) 타구자의 공이 다른 공과 닿아 있을 때, 심판은 “터칭볼”을 선언하고 양 

선수의 합의에 따라서 빨간색 공은 스팟 위에, 상대방 선수의 공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 센터스팟 위에 놓고 타구자는 인핸드로 경기한다. 

(b) 심판이 검사했을 때 수구와 닿지 않은 정지된 목적구가 나중에 스트로크가 

이뤄지기 전 수구와 닿은 것을 발견한다면, 공은 심판에 의해 그 선수가 

만족하도록 재배치한다. 

(c) 타구자는 목적구들이 닿아있는지 물어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3.５.3.14 파울 : 다음의 행동들은 파울이다. 

(a) 수구 이외의 공을 치는 것 

(b)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수구를 2 번 이상 치는 것 

(c) 멈추지 않은 공을 치는 것 

(d) 양 발이 모두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치는 것 

(e) 순서를 바꾸어 경기하는 것 

(f) 오프닝 스트로크를 포함하여 적절치 않게 인핸드로 경기하는 것 

(g) 인핸드이며 보크라인 밖에 목적구가 없을 때(러닝어쿠), 수구를 직접적으로 

포켓에 넣거나 포켓 밖으로 수구가 나가는 것 

(h) 점프 샷을 하는 경우 

(i) 푸쉬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j) 공을 테이블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k) 연속 15 회를 초과하는 해저드 

(l) 연속 75 회를 초과하는 캐논 

(m) 합법적인 스트로크의 실행 이외에 인플레이 상태인 공 또는 볼마커를 

건드리는 것 

(n) 심판이 스팟에 공을 완전히 놓기 전에 치는 것 

(o) 섹션 3 룰 16 에 규정된 것 이외에 수구로 목적구를 미스하는 것 

(p) 섹션 3 룰 17(b)에 반하여 파트너와 상의하는 것 

(q) 규격에 맞지 않는 큐로 경기하는 것 

(r) 어떠한 의도를 갖고 테이블을 벗어난 공을 사용하는 것 

(s) 목적구를 거리 또는 간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3.５.3.15 파울 후의 행동 : 만약 파울을 한다면, 심판은 즉시 “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a) 타구자가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스트로크할 권리를 잃는다. 

만약 파울이 선언된 후에 그가 심판의 판단에 고의적으로 스트로크 한다면, 

그는 순서를 뒤바꾸어 경기한 것으로 추가적인 파울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추가적인 벌칙이 부과될 것이다.  

(b) 파울 전 한 번의 브레이크에서 득점한 모든 점수는 주어지지만, 파울이 

선언된 스트로크의 점수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c) 모든 파울은 2 점의 페널티를 초래하지만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2 점을 

초과하여 몰수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다음 선수는 선택권을 갖는다. 

① 공이 멈춘 곳에서 경기를 하고, 만약 테이블에서 벗어난다면 빨간색 공은 

먼저 스팟에 정확하게 놓는다.  

② 빨간색 공은 스팟, 목적구는 센터스팟에 놓고 인핸드로 경기한다. 공을 

스팟에 놓도록 요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d) 만약 다음 스트로크가 이뤄지기 전에 심판이 파울을 주지 않거나, 상대방 

선수가 성공적으로 파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인된다. 

 



3.５.3.16 미스 후의 행동 : 인핸드 상태에서 보크라인 밖에 목적구가 없을 때, 만약 

타구자가 직접적으로 포켓으로 스트로크하거나 포켓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외에 미스를 한다면, 심판은 “미스(Miss)"를 선언한다. 상대방 선수의 

점수에 2 점을 추가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른 미스는 파울이다.   

 

3.５.3.17 포핸디드 빌리아즈 : 

(a) 처음 스트로크할 팀은 섹션 3 룰 2 에 따라 스트링잉의 승자로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순서는 그 프레임 동안 유지해야만 한다. 

(b) 파트너는 게임 동안에 상의할 수 있으나, 타구자가 테이블에 다가서 

득점없이 또는 파울을 해 브레이크가 끝날 때까지는 상의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팀 경기의 개인전에도 역시 적용한다. 

 

3.５.3.18 보조장비(부수기재)의 사용(Use of Ancillary Equipment) : 테이블에서 

사용할 장비를 놓고 치우는 것은 타구자의 책무이다. 

(a) 타구자는 자기가 테이블에 가져온 모든 물품(레스트와 익스텐션을 

포함하지만 한정되지는 않은)에 대하여 타구자가 책임을 진다. 자기 소유든 

또는 빌려오든(심판에게 빌린 것은 예외) 타구자는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자신이 저지른 파울에 대해 벌칙을 받을 것이다. 

(b) 일반적으로 심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받아 테이블에 있는 

장비는 타구자는 책임이 없다. 만약 이 장비가 결함이 있어 그로 인해 

타구자가 공을 건드렸다고 입증한다면, 파울은 선언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심판은 섹션 3 룰 12 에 따라서 공을 다시 배치할 것이고, 한 브레이크 

동안이라면 타구자는 페널티없이 계속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만약 불량인 

장비가 스트로크에 간섭한다면, 타구자는 그 스트로크를 무효화하고 공을 

재배치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그러면 타구자는 동일한 또는 다른 대안의 

스트로크를 선택할 수 있다.  

 

3.５.3.19 해석(Interpretation) : 

(a) 이 룰과 정의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성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b) 상황들은 장애인에게 룰을 적용함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섹션 3 룰 14(d)는 휠체어를 탄 선수에게 적용할 수 없다. 

(c) 심판이 없을 때, 상대방 선수 또는 팀은 이 룰의 의도처럼 심판으로 

간주될 것이다. 

 

 

3.5.4 선수 

 

3.5.4.1 시간 소비 :  

만약 심판이 선수가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 선택에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소비한다고 판단한다면, 심판은 선수에게 그 경기를 상대방 선수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것이다. 

 

3.5.4.2 비신사적인 행동 : 

게임을 계속하기를 거부하거나 심판이 판단하기에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시간 소비 행위를 포함하여 고의적 또는 집요한 부당행위를 한 

선수는 그 게임에 패배할 것이다. 

 

3.5.4.3 페널티(Penalty) : 이 섹션에 따라 게임은 몰수된다. 

(a) 만약 게임이 합의된 또는 정해진 점수의 경기로 결정되었다면, 위반자는 

득점한 모든 점수를 몰수당하고 상대 선수는 합의된 또는 정해진 점수 대 

0 점으로 게임에 승리할 것이다. 

(b) 만약 게임이 합의된 또는 정해진 시간과 형식의 매치라면, 그 매치는 

몰수될 것이다.  

 

3.5.4.4 상대 선수(Non-striker) : 타구자가 경기할 때, 상대 선수는 타구자의 시선 

상에서 서있거나 움직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상대 선수는 테이블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앉거나 서있어야 하며 타구자의 집중력을 방해할만한 

움직임이나 행동은 피해야 한다. 

 



3.5.4.5 결석(Absence) :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상대 선수는 그의 

이득을 지켜볼 대리인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파울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은 시작 전에 심판에게 알려야만 한다. 

 

3.5.4.6 패배 인정(Conceding) : 

선수는 자신이 타구자일 때에만 패배를 인정할 수 있다. 상대 선수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경기할 

것을 선택한다면, 이는 무의미해지고 무효가 될 것이다. 

 

3.5.4.7 득점(Scores) : 

각 선수는 자신의 차례에 득점한 점수와 상대방 선수의 파울과 미스로 받은 

점수 모두를 정확하게 점수판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후에 게임 중 항의를 한다면, 심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될 것이다.  

 

 

3.5.5 임원 

 

3.5.5.1 심판(The Referee) : 

(a) 심판은, 

① 경기가 공정한지 판단할 유일한 자이다. 

② 이 룰에 따라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기를 위해 

자유롭게 판결해야 한다. 

③ 이 룰에 따라 경기의 예의바른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④ 만약 이 룰의 위반을 본다면 개입해야 한다. 

⑤ 선수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공을 닦아줘야 한다. 

(b) 심판, 

① 이 룰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② 선수가 파울인 스트로크를 하려해도 어떠한 지시도 해서는 안된다. 

③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점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조언을 해서는 안된다. 

④ 점수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c) 만약 심판이 어떤 사건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재량권으로 심판은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마커 또는 다른 임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녹화하던 관중의 카메라나 비디오를 보고 그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4.5.2 마커(Marker) : 마커는 점수판에 점수를 기입하고 심판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록원(recorder)의 역할 또한 해야 한다. 

 

3.4.5.3 기록원(Recorder) : 기록원은 각 선수 또는 팀에 의해 스트로크, 파울, 

해저드와 캐논이 어디서 이뤄졌고 몇점이 득점되었는지 그 기록을 유지할 

것이다. 기록원은 또한 브레이크의 총합을 기록하고 게임 종료 후에 그 평균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3.4.5.4 임원의 도움(Assistance by Officials) : 

(a) 타구자의 요청 시, 심판이나 마커는 스트로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명기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잡아야 한다. 

심판 또는 마커는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 그 환경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4. 대회방식 표준 규칙 

 

 당구대회 대회 방식은 리그전, 토너먼트방식으로 나뉘며 두 가지 이상의 경기방식을 

이용했을 시에는 혼합방식이라 한다.  

 

4.1 리그전 방식(라운드 로빈 토너먼트, Round Robin Tournament) 

 전원의 출전선수(팀)가 각각 서로 한 번 이상씩 같은 횟수만큼 대전을 하는 

경기방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가장 많이 이긴 선수(팀)이 우승을 하는 방식이다. 

  

 4.1.1 리그전 방식의 특징  

   

  a.1 출전선수(팀) 모두가 각각 한번 씩 대전을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b,1 같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토너먼트대회 방식에 비해 경기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c.1 출전선수가 많은 경우 동일 팀 선수끼리 의도적으로 변칙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연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1.2 리그전 방식의 라운드 수 

   

  a.1 출전선수가 홀수인 경우 : 출전선수 수(n)가 라운드 수이다. 

     예시)리그전 1 조 출전선수(참가자)가 7 명일 경우 라운드수 : 7 

 

  b.1 출전선수가 짝수인 경우 : 출전선수 수(n)-1 가 라운드 수이다. 



     예시)리그전 1 조 출전선수(참가자)가 8 명일 경우 라운드수 : 8-1=7 

   

 4.1.3 리그전 방식의 경기수를 계산하는 공식 

n=출전선수(참가자) 수 
경기수 

= 

n(n-

1) 

2 

     

예시)n=출전선수(참가자) 수가 7 명일 경우 경기수 

= 

7(7-

1) 
= 

21 경기 
2 

    

 4.1.4 리그전 방식을 이용할 때 선수번호 배정방법  

  

  a.1 선수나 팀의 랭킹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번호를 배정할 때에는 출전선수 중 

랭킹 1 위의 선수를 1 번으로 배정하며, 차 순위의 랭킹선수를 2 번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b.1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번호를 배정할 때에는 추첨을 이용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시드배정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시드선수를 1 번으로 배정한다. 

 

 
랭킹 1 위 

시드선수 
랭킹 차순위 랭킹 차순위 

랭킹 1 위    

차순위    

차순위    

 

  c.1 선수번호 배정방식은 사전에 경기요강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5 리그전 방식의 경기기록방법  

 

  a.1 Type 1 

 

선수 1 선수 2 선수 3 

 

T

P 

T

I 

G

A 

HR 

W D L 
승

점 
R 

P I 

HR 

P I 

HR 

P I 

HR 

1s

t 
2n

d 
1s

t 
2n

d 
1s

t 
2n

d 
1s

t 
2n

d 

선수

1 
                   

선수

2 
                   

선수

3 
                   

    

   a.1.1 표[  ]은 주로 캐롬 경기방식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선수에 대한 기록은 

가로방향으로 기록한다. 

# P(Point) : 득점점수 

# I(Inning) : 득점에 도달하기 까지 친 큐 수 

# HR(High Run) : 한 큐에 득점한 점수 중 가장 많은 점수 

# TP(Total Point) : 득점점수의 전체 합산의 수 

# TI(Total Inning) : 득점이닝의 전체 합산의 수 

# GA(Grand Average) : 한 큐에 평균적으로 득점하는 점수 = 
P 

I 

# W(Win) : 승, 검정색으로 표시        

# D(Draw) : 무승부, 파란색으로 표시(후구제시 적용) 

# L(Lose) : 패, 빨간색으로 표시 

# 승점 : 승패에 의한 점수 승 2 점, 무승부 1 점, 패 0 점으로 환산하며 승점은 

(W×2)+(D×1)로 계산한다. 



# R(Ranking) : 순위[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며 동률시 GA→HR 순으로 정하며 

경기요강에 사전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1.3 캐롬경기에서는 리그전 시 후구가 있으며, 포켓과 스누커, 

잉글리쉬빌리아드경기에서는 후구가 없다. 단,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b.1 Type 2 

 선수 1 선수 2 선수 3 

 

득 실 득실차 W L 승점 R 

선수 1  ⓐ ⓑ        

선수 2 ⓒ          

선수 3 ⓓ          

    

   b.1.1 표[   ]은 주로 포켓, 스누커 경기방식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선수에 대한 

기록은 가로방향으로 기록한다. 

# 득 : 선수본인 득점점수의 합산점수(가로방향점수 ⓐ+ⓑ) 

# 실 : 상대방선수 득점점수의 합산점수(세로점수 ⓒ+ⓓ) 

# 득실차 : 본인의 득점점수와 상대방선수의 득점점수의 차 {(ⓐ+ⓑ)-(ⓒ+ⓓ)} 

# W(Win) : 승, 검정색으로 표시 

# L(Lose) : 패, 빨간색으로 표시 

# 승점 : 승패에 의한 점수 승 2 점, 패 0 점으로 환산 = W×2  

# R(Ranking) :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며 동률시 득실차 혹은 승자승 

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방식은 경기요강에 사전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6 리그전 방식의 순서 정하는 방법 

 

  a.1 기준인원수(n)와 한번(한턴)에 진행 가능한 최대 경기수 

 



a.1.1 기준인원수(n) : 리그전 순서를 정할 때 필요한 수를 기준인원수(n)라 부르며 

기준인원수(n)을 정하는 방법은 출전선수가 짝수 일 때는 기준인원수(n)가 

출전선수의 수와 동일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기준인원수(n)에 1 을 더해 짝수로 

변환하여야 한다.  

출전선수 수 출전선수 8 명(짝수) 출전선수 9 명(홀수) 

산출공식 n=8 n=9+1=10 

       

 

a.1.2 기준인원수(n)를 반으로 나누면 한번(한턴)에 진행 가능한 최대 경기수가 

나오는데 참가자가 홀수 인 경우에는 가상의 출전선수번호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1 을 하여 계산한다. 

출전선수 수 출전선수 8 명 출전선수 9 명 

산출공식 
진행가능  
최대 

경기수 

= 
(n=8) 

= 4 
2 

 

진행가능  
최대 

경기수 

= 
(n=10) -

1 
= 4 

2 

 

       

 

b.1 기준인원수(n)와 동일하게 표를 만든다. 이 때 가로방향으로 

윗줄에는 

n 의 

칸을 2 

  
아랫줄 

또한  

n 
칸으로 두 줄로 이루어진 표를 만든다.  

2 

            

n=6 

   

   
 

n=8 

    

    
 

n=10 

     

     
 

       

  



c.1 1 번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인원수의 반은 윗줄의 칸에 반은 아랫줄의 칸에 

나열한다. 

n=6 

① ② ③ 

1 2 3 

6 5 4 
 

n=8 

① ② ③ ④ 

1 2 3 4 

8 7 6 5 
 

n=10 

① ② ③ ④ ⑤ 

1 2 3 4 5 

10 9 8 7 6 
 

       

c.1.1 위에 표에서 같은 행(세로방향)의 번호에 속한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된다.  

c.1.2 참가선수가 짝수이고 n=6 일 때 첫 경기 순서는 ①1-6 이며 테이블수가 3 대 

이상일 경우에는 ②2-5 ③3-4 경기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한턴 최대 경기 

수=3)  

c.1.3 참가선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표 안의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는 제외하고 진행하며, n=6 일 때 첫 경기 순서는 ①2-5 이며 테이블수가 

2 대 이상일 경우에는 ②3-4 경기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한턴 최대 경기 

수=2) 이 때 6 번이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1 번 선수는 경기가 없다. 

 

d.1 한 경기씩 끝나면 1 번을 고정하고 나머지 숫자를 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여 재배치한다. 

n=6 

① ② ③ 

1 6 2 

5 4 3 
 

n=8 

① ② ③ ④ 

1 8 2 3 

7 6 5 4 
 

n=10 

① ② ③ ④ ⑤ 

1 10 2 3 4 

9 8 7 6 5 
 

           

d.1.1 위에 표에서 같은 행(세로방향)의 번호에 속한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며, 

경기순서와 방법은 「c.1」과 동일하다. 

     

e.1 「1.1.3」을 이용하여 총 경기수가 나올 때 까지 「d.1」의 방법을 이용해 

반복하        여 재배치를 한다. 



 

 # 5 명리그전, 테이블수가 2 대 이상 일 때 : 총경기수 = 10 경기, 턴수 = 5 턴 

[1 턴] 

 ① ② 

1 2 3 

6 5 4 

쉬는번호 : 1 

[2 턴] 

③  ④ 

1 6 2 

5 4 3 

쉬는번호 : 4 

[3 턴] 

⑤ ⑥  

1 5 6 

4 3 2 

쉬는번호 : 2 

[4 턴] 

⑦ ⑧  

1 4 5 

3 2 6 

쉬는번호 : 5 

[5 턴] 

⑨  ⑩ 

1 3 4 

2 6 5 

쉬는번호 : 3 

  

 

 # 6 명리그전, 테이블수가 3 대 이상 일 때 : 총경기수 = 15 경기, 턴수 = 5 턴 

[1 턴] 

① ② ③ 

1 2 3 

6 5 4 
 

[2 턴] 

④ ⑤ ⑥ 

1 6 2 

5 4 3 
 

[3 턴] 

⑦ ⑧ ⑨ 

1 5 6 

4 3 2 
 

[4 턴] 

⑩ ⑪ ⑫ 

1 4 5 

3 2 6 
 

[5 턴] 

⑬ ⑭ ⑮ 

1 3 4 

2 6 5 
 

   

 

 # 7 명리그전, 테이블수가 3 대 이상 일 때 : 총경기수 = 21 경기, 턴수 = 7 턴 

[1 턴] 

 ① ② ③ 

1 2 3 4 

8 7 6 5 

쉬는번호 : 1 

[2 턴] 

④  ⑤ ⑥ 

1 8 2 3 

7 6 5 4 

쉬는번호 : 6 

[3 턴] 

⑦ ⑧  ⑨ 

1 7 8 2 

6 5 4 3 

쉬는번호 : 4 

[4 턴] 

⑩ ⑪ ⑫  

1 6 7 8 

5 4 3 2 

쉬는번호 : 2 

[5 턴] 

⑬ ⑭ ⑮  

1 5 6 7 

4 3 2 8 

쉬는번호 : 7 

[6 턴] 

⑯ ⑰  ⑱ 

1 4 5 6 

3 2 8 7 

쉬는번호 : 5 

[7 턴] 

⑲  ⑳ ㉑ 

1 3 4 5 

2 8 7 6 

쉬는번호 : 3 

 

  



 

  f.1 리그전 참가선수가 3 명 일 때의 경기 방법 

   f.1.1 번호 2 번 3 번에 속한 선수가 첫 경기를 하며,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의 

패자와 번호1번에 속한 선수가, 세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의 승자와 번호1번에 속한 

선수가 한다. 

   f.1.2 3 명의 참가선수 중 한명의 기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남은 2 명의 참가선수가 

2 번의 경기를 한다. 

 

  
 

  
[참고]  
 

리그전 경기대전 순서표 

No 선수번호 No 선수번호 No 선수번호 No 선수번호 No 선수번호 

3 명 11 4 - 2 7 2 - 5 13 1 - 7 11 1 - 8 

1 2 - 3 12 5 - 6 8 3 - 3 14 8 - 6 12 9 - 7 

2 1 - 패자 13 1 - 2 9 1 - 6 15 9 - 5 13 10 - 6 

3 1 - 승자 14 3 - 6 10 7 - 5 16 2 - 2 14 2 - 5 

같은팀 선수가 한조에 속할 

경우. 해당 선수끼리 첫 

경기 

15 4 - 5 11 8 - 4 17 1 - 6 15 3 - 4 

4 명     12 2 - 3 18 7 - 5 16 1 - 7 

1 1 - 4 7 명 13 1 - 5 19 8 - 4 17 8 - 6 

2 2 - 3 1 2 - 7 14 6 - 4 20 9 - 3 18 9 - 5 

3 1 - 3 2 3 - 6 15 7 - 3 21 1 - 5 19 10 - 4 

4 4 - 2 3 4 - 5 16 8 - 2 22 6 - 4 20 2 - 3 

5 1 - 2 4 1 - 7 17 1 - 4 23 7 - 3 21 1 - 6 



6 3 - 4 5 2 - 5 18 5 - 3 24 8 - 2 22 7 - 5 

    6 3 - 4 19 6 - 2 25 1 - 4 23 8 - 4 

5 명 7 1 - 6 20 7 - 8 26 5 - 3 24 9 - 3 

1 2 - 5 8 7 - 5 21 1 - 3 27 6 - 2 25 10 - 2 

2 3 - 4 9 2 - 3 22 4 - 2 28 8 - 9 26 1 - 5 

3 1 - 5 10 1 - 5 23 5 - 8 29 1 - 3 27 6 - 4 

4 2 - 3 11 6 - 4 24 6 - 7 30 4 - 2 28 7 - 3 

5 1 - 4 12 7 - 3 25 1 - 2 31 6 - 9 29 8 - 2 

6 5 - 3 13 1 - 4 26 3 - 8 32 7 - 8 30 9 - 10 

7 1 - 3 14 5 - 3 27 4 - 7 33 1 - 2 31 1 - 4 

8 4 - 2 15 6 - 2 28 5 - 6 34 4 - 9 32 5 - 3 

9 1 - 2 16 1 - 3     35 5 - 8 33 6 - 2 

10 4 - 5 17 4 - 2 9 명 36 6 - 7 34 7 - 10 

    18 6 - 7 1 2 - 9     35 8 - 9 

6 명 19 1 - 2 2 3 - 3 10 명 36 1 - 3 

1 1 - 6 20 4 - 7 3 4 - 7 1 1 - 10 37 4 - 2 

2 2 - 5 21 5 - 6 4 5 - 6 2 2 - 9 38 5 - 10 

3 3 - 4     5 1 - 9 3 3 - 8 39 6 - 9 

4 1 - 5 8 명 6 2 - 7 4 4 - 7 40 7 - 8 

5 6 - 4 1 1 - 8 7 3 - 6 5 5 - 6 41 1 - 2 

6 2 - 3 2 2 - 7 8 4 - 5 6 1 - 9 42 3 - 10 

7 1 - 4 3 3 - 6 9 1 - 8 7 10 - 8 43 4 - 9 



8 5 - 3 4 4 - 5 10 9 - 7 8 2 - 7 44 5 - 8 

9 6 - 2 5 1 - 7 11 2 - 5 9 3 - 6 45 6 - 7 

10 1 - 3 6 8 - 6 12 3 - 4 10 4 - 5     

 

 4.2 토너먼트 방식(Tournament) 

 

 

 4.2.1 토너먼트 방식의 종류와 특징  

    

  토너먼트는 각 단계별 경기의 승자끼리 경합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인 

넉다운토너먼트(single elimination tournament)와 승자조에서 한번 패 했다 할지라도 

패자조에서 다시 한 번 대전기회를 얻게 되는 패자부활전(double elimination 

tournament)이 있으며, 당구경기에서 패자부활전의 경우 승자 조 토너먼트1위와 패자조 

토너먼트 1 위가 결승전 대결을 하게 된다. 

   a.1.1 패자부활전의 경우 결승전에서 승자 조 1 위가 이길 경우, 승자 조 1 위가 

최종우승자가 된다.  

   a.1.2 만일 패자조 1 위가 이길 경우 승자 조 1 위에게 다시 한 번 대전기회를 주어 

경기를 진행하며, 이긴 선수가 최종 우승자가 된다.  

 

 4.2.2 토너먼트 방식의 매직넘버와 라운드 수 

 

  a.1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표 작성에서 공식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2 의 거듭 

제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¹』, 『2²』, 『2³』, 『2⁴』등으로 계산하여,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강 등으로 나눈다. 

 

  b.1 라운드 수 : 『2ⁿ=X』라는 수식에서 아래의 표에 의하여 X(참가인원)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n 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때 n 의 대입되는 숫자가 라운드이다. 단 이라운드 

수는 넉다운토너먼트에서만 적용된다. 



참가자수 

1 3 5 9 17 33 65 257 513 

~ ~ ~ ~ ~ ~ ~ ~ ~ 

2 4 8 16 32 64 256 512 1024 

X 에 값 2 4 8 16 32 64 256 512 1024 

n 결과 값 1 2 3 4 5 6 7 8 9 

     

라운드 수 2 4 8 16 32 64 256 512 1024 

X 에 값 2 4 8 16 32 64 256 512 1024 

n 결과 값 1 2 3 4 5 6 7 8 9 

 

  c.1 매직넘버 : 매직넘버는 원래 물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우승을 

겨루는 운동 경기(pennant race)에서 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즌 종반에 2 위 팀이 잔여 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해도 1 위 팀이 

우승하는 데 필요한 승리 게임 숫자를 뜻하는 단어로 유명하다. 즉 참가선수(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겨야하는 숫자를 매직넘버라고 한다. 당구경기에서의 매직넘버는 

토너먼트 경기의 라운드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2.3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수를 계산법 

 

   a.1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전체 참가선수 수(n)에서 1 을 뺀 수가 전체 경기수이다. 단, 

별도의 3,4 위전을 할 경우에는 참가선수 수(n)가 경기수가 된다.  

 

토너먼트 방식 경기수 계산법 

전체 경기수 = n-1 

3,4 위전 시행시 경기수 = n 

 

 4.2.4 토너먼트 방식을 이용할 때 선수번호 배정방법 

 



  a.1 아래의 표와 같이 선수나 팀의 랭킹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번호를 배정할 때에는 

출전선수 중 랭킹 1 위의 선수를 1 번으로 배정하며, 차순위의 랭킹선수를 8 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Z』시스템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맹에서는 

8 명의 선수만을 시드배정한다.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7 조 8 조 

1 위 8 위 5 위 4 위 3 위 6 위 7 위 2 위 

      

 

  b.1 『Z』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 

   b.1.1 무작위로 추첨되는 토너먼트의 경기방식 상 상위랭킹선수끼리 1 회전에 대전할 

수 있는 토너먼트 경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팀의 랭킹이나 

데이터 등의 의해 시드법을 채택할 때 주로 사용된다.  

   b.1.2 적용 방법은 참가선수 중 시드적용대상자의 상위랭킹 1 위와 하위랭킹 2 위가 

같은 조 혹은 첫 번째 경기에서 대전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때 대진표를 

좌우 대칭으로 비교했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라운드별 대전 상대의 랭킹을 합산한 

수가 같아야 한다. 

각조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7 조 8 조 

시드자의 

랭킹 
1 위 8 위 5 위 4 위 3 위 6 위 7 위 2 위 

1R[8 강전] 1+8 = 9 5+4 = 9 3+6 = 9 7+2 = 9 

2R[4 강전] 1+8+5+4 = 18 3+6+7+2 = 18 

3R[2 강전] 1+8+5+4+3+6+7+2 = 36 

       

   b.1.3 『Z』시스템은 일반적으로는 예선전에서 랭킹이나 시드 등 특정한 것에 기준을 

두어 예선조별로 기준에 해당되는 참가선수들을 분산하여 배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선성적으로 본선대진표를 재 추첨할 시 사용 되기도 한다.  

   

  c.1 일정한 데이터가 없어 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참가선수를 

배정할 수 있다. 



   

※ 『Z』시스템을 이용한 대진표 배정방법 : 랭킹 기준   

 

            

              

            

1 위 

  

4 위 

  

3 위 

  

2 위 

1 2 3 4 

   

            

                

            

1 위 8 위 5 위 4 위 3 위 6 위 7 위 2 위 

1 2 3 4 5 6 7 8 

                        

                                

                        

1 위 16 위 9 위 8 위 5 위 12 위 13 위 4 위 3 위 14 위 11 위 6 위 7 위 10 위 15 위 2 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2.5 토너먼트 방식의 대진표 작성 및 경기기록표 기록방법  

 

  a.1 토너먼트 대진표의 기본   

   [8 강대진표] 

      우승       



                

      ⑦       

   

⑤번경기승자명 

      

 

     

  

                

   ⑤       ⑥    

 

①번경기승자명 

  

 

  

 

  

 

     

    

                

 ①   ②   ③   ④  

선수명        

소속        

P/I (HR)        

      

     # ①~⑦ 경기순서번호 

     # 선수명, 소속 : 추첨선수(팀) 명 

     # P(Point) : 득점점수 

     # I(Inning) : 득점에 도달하기 까지 친 큐 수    

     # HR(High Run) : 한 큐에 득점한 점수 중 가장 많은 점수  

   a.1.1 추첨 혹은 기준에 의하여 각 참가선수(팀)의 명과 소속을 입력한다. 

   a.1.2 경기장 환경에 맞춰 경기순서를 정한 후 경기를 진행한다. 

   a.1.3 각각의 경기의 결과가 나오면 P, I, HR을 입력하는데 경기의 승자는 검은색으로 

패자는 빨간색으로 기록하며, 승자명을 위의 라운드로 기록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우승자를 가린다. 

 



  b.1 토너먼트 대진표의 작성 시 유의 점 

   b.1.1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할 때에는 각 조당 참가선수 인원의 오차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참가인원이 63 명일 경우이고 2 개조로 대진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1 조 31 명, 2 조 32 명이 되어야 하며, 4 개조로 작성할 경우에는 1 조는 15 명, 

2 조 16 명, 3 조 16 명, 4 조 16 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b.1.2 대진표 서식 작성 시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의 서식이 일치해야 한다. 

   b.1.3 조 구성의 개수는 경기환경 및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경기 

요강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1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 방법 

   c.1.1 넉다운토너먼트(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 진 선수(팀)는 제외시키면서 이긴 선수(팀)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패하면 더 이상의 대전의 기회가 없다. 

 

         [32 강 기본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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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 17 16 9 24 25 8 5 28 20 13 14 19 29 4 3 30 21 12 11 22 27 6 7 26 23 10 15 18 3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32  

    

    c.1.1.1 위의 표는 32 강 기본 대진표이다. 

        Ⓐ 『Z』시스템에 기준을 둔 참가선수입력란 

        Ⓑ 추첨을 통한 참가선수 입력란 

        Ⓒ 경기순서번호 입력란 

        Ⓓ 경기승자 및 부전승진출자 입력란 

    c.1.1.2 32 강 대진표에서 31 강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은 『Z』시스템을 역이용 하여 

큰 숫자의 자리부터 공란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9 강 대진표를 만들고 싶다면 

*2 의 거듭제곱에의한 수(32-29=3)를 이용하여 32 부터 큰 숫자 순서대로 3 개의 

숫자칸을 공란으로 만든다. 즉, Ⓐ의 32, 31, 30 의 칸을 공란으로 만들고, 상대방이 없는 

선수는 Ⓓ칸으로 이동하면 된다.  

 

* 토너먼트방식에서는 단 한번의 시합 기회밖에 없고 이로 인해 참가수에 따라 

부전승이 있게 되는데 부전승을 산출하는 방법은 2 의 누승수(2,4,8,16,32,64...)에서 

참가팀 수를 빼면 된다. 예를 들어 53 팀일 때 2 의 누승수 64 - 참가팀수 53 = 11 팀이 

부전승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2 
 

                                                             

 

 

 

                                              
 

 

Ⓐ 1  17 16 9 24 25 8 5 28 20 13 14 19 29 4 3  21 12 11 22 27 6 7 26 23 10 15 18  2   

Ⓑ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c.1.1.3 『b.1.2』에서와 같이 대진표는 좌우의 서식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조별토너먼트 예선전에서 주로 쓰인다. 좌우 서식이 일치하게 하려면 1 조는 

『c.1.1.2』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에 공란을 만들어주고, 2 조는 1 조의 반대방향으로 

공란을 만들어 주면 되며, 그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 57 강 경기시 : 64-57=7, 조당 예선전 인원 : 28.5 명 

     

      [ 1 조예선 대진표 29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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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예선 대진표 28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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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선수 인원에 따라 조별 예선전을 나누며, 

조별예선전인원은 경기장환경과 대회요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경기요강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1.1.5 라운드시드제를 적용하여 대진표를 구성할 경우 먼저 적용할 시드의 

라운드를 정하고 시드에 해당하는 참가선수(팀)을 먼저 해당 라운드에 배정한 후 

대진표를 작성한다. 이 때 시드자가 속해져 있는 구역에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경기가 없으므로 아래 칸은 모두 공란으로 둔다.  

  

     # 참가인원 58 명 중 3R(16 강시드)자 2 명, 예선참가인원 56 명일때  

     

     [ 1 조예선 대진표 29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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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예선 대진표 29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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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2 패자부활전(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double elimination tournament)  

      : 넉타운토너먼트의 방식에서 패자에게 한번의 대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대진표에 승자조, 패자조가 있으며, 승자조에서 패했을 시 패자조에서 다시 한 번 

대전기회를 얻어 경기를 할 수 있다. 

   

  [64 강 기본대진표] 

   

  승자조 



 

  패자조        

 

 

    c.2.1.1 위의 표는 64 강 패자부활전 기본대진표이다. 

    c.2.1.2 대진표추첨 및 작성은 승자조에 작성하며, 방법은 넉타운토너먼트와 

동일하다.  

    c.2.1.3 경기가 진행되면 승자조의 속해있는 경기의 패자가 패자조로 이동하여 

패자조에서 한번 더 경기를 하는데, 이동방법은 승자조와 패자조의 대진표를 위의 표와 

같이 위 아래로 배열했을 때 첫 라운드의 패자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 

라운드의 패자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대각선(↘)으로, 그 다음 라운드의 패자는 

수직(↓)방향으로, 그 다음 라운드의 패자는 왼쪽으로 향하는 대각선(↙)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된다. 

 [32 강시 승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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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강시 패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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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1.3 32 강 대진표에서 31 강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은 『c.1.1.2』와 같은 

방법으로 승자조에서 대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승자조에서 공란이 되 있는 자리의 

경기는 패자가 없기 때문에 패자조에서 그에 속한 경기번호를 공란으로 두면서 대진표를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29 강시 승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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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강시 패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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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강시 승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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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강시 패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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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혼합(混合)방식(컴퍼지트토너먼트 mixed competition, Composite Tournament) 

 

 혼합경기방식이란 한 대회에서 두 가지이상의 경기 방식을 구성하여 종합하는 것을 

말한다. 

 

 4.3.1 혼합 방식의 특징 

 



  a.1 참가인원(팀)수가 같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경기방식을 도입하여 

라운드 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토너먼트와 

리그전의 단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1 반면, 너무 많은 종류의 경기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혼돈이 올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최단체는 각 라운드별의 방식을 명확히 공지하고 참가선수(팀)은 

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4.3.2 혼합 방식의 라운드 수 

 

  a.1 혼합 방식은 예선과 본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에 따라 그 라운드수가 

달라진다. 

 

  b.1 혼합대회방식이 결정되면 그 대회방식에 따라 라운드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리그전방식과 토너먼트 방식을 서로 계산하여 합산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같다. 

   b.1.1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3 명조별 리그전, 본선 64 명 토너먼트 

예선라운드수 3 + 본선라운드 수 6 = 총 라운드 수 9 

   b.1.2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192 강 토너먼트, 본선 8 명 리그전 

예선라운드수 8 + 본선라운드 수 7 = 총 라운드 수 15 

   b.1.3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4 명조별 리그전,  

                   본선Ⅰ3 명조별 리그전, 본선Ⅱ 16 명 토너먼트 

예선라운드수 3 + 본선Ⅰ라운드 수 3 + 본선Ⅱ라운드 수 4 = 총 라운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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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혼합 방식의 경기 수 

 

  a.1 혼합 방식은 예선과 본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에 따라 그 경기수가 

달라진다. 



 

  b.1 혼합대회방식이 결정되면 그 대회방식에 따라 총 경기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리그전방식과 토너먼트 방식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같다.  

   b.1.1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3 명조별 리그전, 본선 64 명 토너먼트 

(예선경기수 조별 2 경기×64 개조) + (본선경기수 63) = 총 경기 수 191 

   b.1.2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192 강 토너먼트, 본선 8 명 리그전 

(예선경기수 191-#7) + (본선경기수 28) = 총 경기 수 212  

      #7 : 8 명에 대한 토너먼트 경기수 

   b.1.3 경기구성 : 참가인원 192 명, 예선 4 명조별 리그전,  

                   본선Ⅰ3 명조별 리그전, 본선Ⅱ 16 명 토너먼트 

(예선경기수 조별 6 경기×48 개조) + (본선Ⅰ경기수 조별 2 경기×16 개조)  

+(본선Ⅱ경기수 15) = 총 경기 수 335  

 

 

 4.3.4 혼합 방식을 이용할 때 선수배정방법 

  

  a.1 참가선수(팀)선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혼합된 경기방식 중 예선전 경기방식에 

맞추어 배정한다. 즉 예선이 리그전이고 본선이 토너먼트방식이라면 예선전인 

리그전방식에 맞춰 배정한다. 

  a.1.1 예선리그전+본선토너먼트인 혼합방식 

  참가인원(팀)이 Ⓐ명이고 조별Ⓑ명의 리그전을 진행하여 Ⓒ명을 선발해서 본선Ⓓ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는 Ⓑ의 배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보다 커야하며, 

Ⓐ÷Ⓑ의 숫자의 값은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32 강의 본선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조별 3명의 리그전을 진행한다면 Ⓐ는 96명 이하여야하고 3의 배수(33, 36 ,39, 42, ...... 

87, 90, 93, 96)이여야 한다. 

Ⓐ는 Ⓑ의 배수이다.        Ⓐ÷Ⓑ ≤ Ⓒ ≤ Ⓓ < Ⓐ 

  예를 들어 참가인원이 35 명이고 조별 5 명의 7 개조 리그전을 통해 7 명을 선발해서 

본선 8 강 토너먼트를 할 예정이라면 35÷5=7 ≤ 7 ≤ 8 < 35 이여야 한다. 



  이 때 선발인원은 7 명이나 본선 8 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명의 선수가 

부족한데, 이는 7 명으로 토너먼트를 진행하거나, 조 2 위 중 성적이 제일 좋은 한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 8 명으로 본선토너먼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전에 경기요강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대회명/ 일시 - 본선 8 강  

             

             

                

             

              

                

              

            

                

            

조 1 위 

中 1 위 

조 2 위 

中 1 위 

조 1 위 

中 5 위 

조 1 위 

中 4 위 

조 1 위 

中 3 위 

조 1 위 

中 6 위 

조 1 위 

中 7 위 

조 1 위 

中 2 위 

 

 

 대회명/ 일시 - 예선 00 조 대진표  

 

 선수 1 선수 2 선수 3 선수 4 선수 5 선수 6 선수 7 

 

경기결과 

선수 1         

선수 2         

선수 3         

선수 4         



선수 5         

선수 6         

선수 7         

# 예선리그전 대진표 7 개 작성 

 

   a.1.2 예선토너먼트+본선리그전인 혼합방식 

  참가인원(팀)이 Ⓐ명이고 Ⓑ강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명을 선발해서 본선 조별 

Ⓓ명의 Ⓔ개조 리그전을 진행하고 싶다면, Ⓐ는 Ⓑ와 같거나 작아야 하며, Ⓒ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또한 Ⓓ÷Ⓔ=Ⓒ여야 한다. 즉, 예선전을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하여 본선에 

진출 할 16 명을 선발해 본선리그전을 8 명 2 개조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참가인원은 16 명 이상이여야 하고, 이에 따라 예선전이 몇(Ⓑ)강으로 운영될지 결정되는 

것이다.        

 

Ⓓ÷Ⓔ = Ⓒ ≤ Ⓐ ≤ Ⓑ 

 

  예를 들어 참가인원이 31 명이고 예선전 32 강 토너먼트를 통해 4 명을 선발하여 

본선을 4 명 한 개조 리그전을 예정이라면 4÷1=4 ≤ 4 ≤ 31 < 32 이여야 한다.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대회명/ 일시 - 본선 대진표  

 

 선수 1 선수 2 선수 3 선수 4 

 

경기결과 

선수 1      

선수 2      

선수 3      

선수 4      

 

       대회명/ 일시 - 예선 대진표       



 
                                                              

 

 

                                                          
 

 
                                                              

 

 

                                  
 

 

                                                      
 

 
                                                              

 

 

                                      
 

 

                                                
                                                              

 

 

                                                

                                

   

 

   a.1.3 예선패자부활전+본선토너먼트인 혼합방식 

  이 방식은 참가인원(팀)이 Ⓐ명이고 승자조에서 Ⓑ명, 패자조에서 Ⓒ명을 선발 하여 

본선Ⓓ강 토너먼트로 진행할 경우 할 경우인데, 이때 Ⓑ+Ⓒ=Ⓓ여야하고, Ⓓ는 Ⓐ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즉 예선 패자부활전을 통해 승자조에서 4 명 패자조에서 4 명씩 총 

8 명을 선발하여 본선 8 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참가인원은 8 명 이상이여야한다.        

Ⓑ+Ⓒ=Ⓓ ≤ Ⓐ 

  예를 들어 참가인원이 16명이고 예선전 패자부활전 토너먼트를 통해 승자조에서 2명, 

패자조에서 2 명씩 총 4 명을 선발하여 본선 4 강 토너먼트로 할 예정이라면 2+2=4 ≤ 

16 이여야 한다.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대회명/ 일시 - 본선 4 강  

             

             

                

             

              

                

              



            

 

 대회명/ 일시 - 예선 승자조  

                                                            
 
 

                                                              
 

 

                                
 

 

                                                          
 
 

                                                              
 
 

                                  
 

 

                                                      
 

 

                                                              
 
 

                                      
 

 

                                                

 

 대회명/ 일시 - 예선 패자조  

                                                             

                                                               

                                                               

                                                           

                                                               

                                                               

                                                           

                                                               

                                                               

                                                       

                                                               

                                                               

                                                       

 

  b.1 라운드 시드제가 포함되어 있는 혼합방식 

   b.1.1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에서, 처음부터 강한 참가선수(팀)끼리 맞붙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한 기준에 있는 소수의 참가선수(팀)을 최대한 맞붙지 않기 위해 대진표를 

짜기 위해 할당하는 순위나 순번, 또는 그러한 대진표에서 각 조 최고 순위를 

시드(seed)라고 하며 이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시드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최국(주최지역)시드를 부여하거나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선수(팀)에게 다음 

대회에서 예선을 거치지 않게 하거나 랭킹이나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 시드를 주는 것을 

말한다. 

   b.1.2 시드를 부여하는 방법은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라운드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의 시드제를 주로 적용하고, 리그전에서는 1번의 자리를 주는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혼합방식에 따라 예선 본선을 구성한다. 

 

      # 전체 26 명이 출전한 32 강 경기에서 2 명의 8 강 시드자가 있는 경우 

                                                            

 

 

 

                                                             

 

 

 

                              

 

 

 

                                                           

 

 

 



                                                             

 

 

 

                               

 

 

 

                                                         

 

 

 

                                                             

 

 
 

                                 

 

 

 

   시드                                                 시드  

 

 

                                                             

 

 

 

                                      
 

 

                                              
 

 

                                                             

 

 

 

                                              
 
 

                                

 

      # 조별 5 명의 리그전 경기에서 시드자가 있는 경우 

 시드     

 

경기결과 

시드       

       

       

       

       

 

   b.1.3 라운드 시드제를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른 시드 적용라운드는 사전에 경기요강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경기기록표의 서식과 기록방법 

 

 4.4.1 경기기록표의 중요성 

  경기기록표는 매 경기마다 기록해야한다. 이것은 시합의 종료를 문서로써 보관함과 

동시에 차순위나 기타 경기에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당구 경기의 데이터를 만드는 기본 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과 보관이 

중요하다. 

 

 4.4.2 경기기록표의 종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1 Type 1 : 캐롬 단셋트경기에 주로 쓰인다.   



대 진 선 수 
   Ⓐ-1  ( Ⓑ-

1 )     
VS     Ⓐ-2  ( Ⓑ-2 ) 

    

경 기 순 서 일     시 경 기 개 시 경 기 종 료 

No. Ⓒ         Ⓓ   Ⓓ 시   분     Ⓓ 시   분 

      

Ⓔ-1 성명 Ⓔ-2 Ⓔ-1 성명 Ⓔ-2 Ⓔ-1 성명 Ⓔ-2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 Ⓖ 1 Ⓕ Ⓖ   21     41   

Ⓕ Ⓖ 2 Ⓕ Ⓖ   22     42   

Ⓕ Ⓖ 3 Ⓕ Ⓖ   23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35     55   

Ⓕ Ⓖ 16 Ⓕ Ⓖ   36     56   

Ⓕ Ⓖ 17 Ⓕ Ⓖ   37     57   

  18     38   Ⓚ  점 H.R Ⓚ  점 

  19     39   Ⓛ  점 G.A Ⓛ  점 

  20     40   Ⓜ점 Ⓝ이닝 Ⓜ점 Ⓝ이닝 

서명 승자 Ⓗ 패자 Ⓘ 심판 Ⓙ 

  

# Ⓐ : 대진 할 참가선수(팀)명 입력 

# Ⓑ : Ⓐ가 속해있는 소속지역(팀)명 입력 

# Ⓒ : 경기순서 입력 

# Ⓓ : 경기일자 및 시작/종료시간 입력 

# Ⓔ : Ⓐ중 초구(선구)에 해당자 입력 

# Ⓕ : 해당 이닝에 득점한 점수 입력 

(예: 0 혹은 · , 1, 2, 3, 4, 등)  

# Ⓗ : 경기승자 서명란  

# Ⓘ : 경기패자 서명란 

# Ⓙ : 경기주심 서명란 

# Ⓚ : 해당선수 최종합산 점수 입력 

# Ⓛ : 해당선수 경기 GA 입력(Ⓛ=Ⓜ/Ⓝ) 

# Ⓜ : 해당선수 최종합산 점수 입력 

# Ⓝ : 해당선수 최종이닝 입력 



# Ⓖ : Ⓕ이 점수의 합산점수 입력     

  b.1 Type 2 : 캐롬 3 셋트경기에 주로 쓰이며 기록방법은 Type 1 과 같다. 

대 진 선 수  (         ) VS (         )  

    

경 기 순 서 Table No. 일     시 경 기 개 시 경 기 종 료 

No.    시   분 시   분 

      

1세트 2세트 3세트 

 성명   성명   성명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1     1     1   

  2     2     2   

  3     3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3     23   

  24     24     24   

  25     25     25   

               

서명 세트 득점 이닝 G.A H.R 심  판 서명 세트 득점 이닝 G.A H.R 

 

 

 

1set     
 

 

 

 

 

 

1set     

2set     2set     

3set     3set     

   

  c.1 Type 3 : 캐롬 단셋트로 진행되고 후구가 있어 동률시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해야 할 때 쓰이며, 기록방법은 Type 1 과 같다. 

No Round  날짜 시간 TaNo 심판명 선수명 선수명 

        

        

Ⓐ 성명 Ⓑ  성명   성명   승부치기 



Ⓐ Ⓑ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이닝 득점 

  1     21     41   Ⓒ 1 Ⓓ 

  2     22     42    2  

  3     23     43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8     58   

 

 18  

  19     39     59    19  

  20     40     60    20  

`  

선 수 심판 

승자서명  P  패자서명 서명  

 

ㅡㅡㅡㅡㅡㅡ 

 I  

 

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 

 HR  

 Av  

# Ⓐ, Ⓑ : 초구(선구)에 해당자 입력     # Ⓒ : Ⓐ 선수가 해당 이닝에 득점한 점수 

입력 

# Ⓓ : Ⓑ 선수가 해당 이닝에 득점한 점수 입력 

  d.1 Type 5 : 주로 스누커 종목(스누커, 6-red)와 잉글리쉬 빌리아드 종목에서 쓰인다.  

대 진 선 수  (       ) VS (       )  

    

경 기 순 서 일     시 경 기 개 시 경 기 종 료 

No.         시     분    시     분 

    

1Frame 2Frame 3Frame 



 성명   성명   성명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득점 합계 이닝 득점 합계 

  1     1     1   

  2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9     29   

  30     30     30   

               

서 명 승 자  패 자  심 판   

 

  e.1 Type 6 : 포켓종목에서 주로 쓰인다. 

경기일시  경기번호  

    

선수 1 (        ) 선수 2 (        ) 

    

성명 Ⓐ FR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득점 

Ⓒ 

                  

SCORE 
Ⓔ                 

Ⓓ 

Ⓔ                 

                  

성명 Ⓑ FR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명 승자  패자  심판  

  

   #Ⓐ : 초구(선구)에 해당자 입력            #Ⓑ : 후구에 해당자 입력 

   #Ⓒ : Ⓐ참가선수(팀)이 총 득점한 셋트점수 #Ⓓ : Ⓑ참가선수(팀)이 총 득점한 

셋트점수 

   #Ⓔ : Ⓐ와 Ⓑ의 1frame(셋트)경기결과 입력, 승은 [ V ], 패는 [ · ]로 기록 

    



* frame 의 수는 경기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는 각 경기당 이루어 질 수 있는 최대 

frame 의 수를 계산하여 서식을 작성한다. 즉, frame 의 수의 계산은 해당 경기의 승자가 

나올 수 있는 숫자이며, 이는 5 선승경기일 때 (5×2)-1 로 계산하면 된다.  

 

# 7 선승 경기시 

성명  FR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9 선승 경기시 

성명  FR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1 선승 경기시 

성명  FR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규칙 5. 선수 및 지도자 

 

5.1 선수 

 

 5.1.1 자격 

가. 대한당구연맹 등록선수로서 당해 연도 선수교육을 이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 

나. 대회 참가에 문제가 되는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다. 위 가, 나의 해당자로써 부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국제종합대회 및 전국체전 

등의 선수자격 요건은 각 대회요강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1)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중등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고등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대학부 : 대학교(학점은행제 포함)에 재학 중인 자 

5) 일반부 : 만 18 세 이상으로 일반부로 등록한 자 

 

 5.1.2 복장 



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 대회별 요강에 의거한 복장규정에 맞추어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각 종목별 복장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복장규정 비고 

공통규정 
흰색 또는 검정색 와이셔츠와 조끼 /  

검정색 (정장)바지 / 검정색 구두 및 검정양말 / 타이 착용 

* 하의 : 

면/기능성 

바지 불허 

다. 각 부문별로 해당 대회 성격에 맞추어 본 연맹 경기위원회의 승인하에 복장을 

변경할 수 있다. 

 

 5.1.3 의무사항 

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연맹은 필요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며,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무효 조치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다. 대회 전 본인의 대전 순서를 확인하여 경기시작 전 15 분 전에 경기운영본부석에 

출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전등록 후 선수는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라. 경기 중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타임을 요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타임요청은 경기 중 2 회만 할 수 있다. 

 

5.2 지도자(감독·코치) 

 

 5.2.1 자격 

가. 대한당구연맹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혹은 2 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혹은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로써 당해 

연도 지도자 등록을 필한 자 



다. 본 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학교 감독교사는 해당연도 

지도자 혹은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소속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라. 상기 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2.2 복장 

가. 지도자의 복장은 반바지와 슬리퍼를 제외한 어느 복장이든 허용하지만, 

경기위원회 판단 하에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이거나 경기 진행에 

방해를 미치는 복장은 안 된다. 

 

 5.2.3 의무사항 

가. 경기에 임하는 지도자(감독·코치)는 연맹이 발급한 지도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자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자석에 자리할 수 없다. 

나. 지도자는 소속팀 외 선수의 경기에 코치로서 임할 수 없다. 

다.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지역 내에 출입할 수 없다. 

라. 경기 중 선수에게 코치할 수 없으며, 정해진 휴식 시간 혹은 작전타임 시간에만 

코치 할 수 있다. 

마. 선수를 대신하여 항의 및 소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칙서에서 정한 항의 

및 소청 절차를 지켜야 한다. 

바. 지도자는 경기 중 지정된 지도자석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 이 외에 사항은 각 대회별 공지사항에 의거한다. 

※ 공통지침사항 

1. 모든 경기용품은 본 연맹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경우 해당 등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학생부의 

경우에만 차 하위자가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3. 경기 중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지도자는 주의->경고->실격(선수), 퇴장(지도자) 시킬 수 있다. 

 



규칙 6. 심판(審判, referee)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있으며, 심판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중재자 역할 및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배정된다. 특히 당구와 같이 

스코어링(scoring)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경기에서의 규칙은 해당 경기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가 경기규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 중에는 규칙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바로 심판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판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또한 그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심판원 선서 

나는 올림픽대회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진정한 스포츠맨쉽으로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 할 것을 심판원과 임원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명시된 심판원 선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것을 선서합니다. 

 

 

※ 대한당구연맹의 심판원 선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심판원 일동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스포츠맨쉽을  

발휘하여 공명정대하게 심판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6.1 당구심판의 정의(定義)와 바람직한 심판상(審判像) 

 

 6.1.1 당구심판의 정의(定義) 

※ 審判 : 살필 심, 판가름할 판   

※ 영문 Referee, Judge, Umpire 

   

  a.1 해당 경기진행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기 시 기량을 겨루는 과정을 

살펴 승패를 판가름 하는 사람이다.  

 

  b.1 해당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게임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경기 임원중의 하나이다. 

 

  c.1 해당 경기를 주재함에 있어 해당 선수와 임원, 팀 관계자를 통괄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6.1.2 바람직한 심판상(審判像) 

   

  a.1 판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1.1 심판은 경기규칙을 숙지하여 규칙의 신뢰도와 심판판정의 타당도등을 공정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a.1.2 심판은 판정행위가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b.1 어떠한 압력이나 저해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b.1.1 권력이나 세력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b.1.2 편견이나 선입견, 인간관계등 기타 저해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c.1 심판에 맞는 품위유지에 힘써야하고, 꾸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c.1.1 경기규칙이나 경기기술, 판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c.1.2 직·간접적으로 경기 중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c.1.3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하며, 그에 맞는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당구심판원의 종류와 역할 

 

  6.2.1 당구심판원의 종류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게임의 진행을 지도하여 게임을 

개시시키고 종료시키는 경기 임원중의 하나로 운동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을 

심판원이라 하며, 심판원은 크게는 주심(主審, chief[head] referee), 부심(副審, assistant 

referee), 기록원(記錄員, scorer)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심판의 판정권한이나 기준에 

따라 부심→주심→심판위원장으로 나눈다. 

 

   a.1 주심 

     ※ 主審 : 주인 주, 판가름할 판   

     ※ chief[head] referee 

 주심의 권위 : 경기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해 경기가 

관리 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권한과 임무 :  

  주심은 

 

   b.1 부심 



     ※ 副審 : 버금(도움) 부, 판가름할 판   

     ※ assistant referee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는 심판원으로서 주심의 통제하에 해당 배정경기에 대한 

경기용기구 및 경기필요물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경기에 배정된 경기기록원이 없을 

시에 기록표의 작성과 스코어보드의 관리등 주로 주심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1 기록원  

     ※ 記錄員 : 기록한 기, 기록할 록, 인원 원 

     ※ recorder, scorer 

  기록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기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부기록원, 

경기기록원등이 있다. 

    c.1.1 본부기록원 : 경기 운영본부내에서 경기가 종료된 경기의 경기결과표를 

받아서 기록의 결과를 기입한다. 

    c.1.2 경기기록원 : 해당 배정 경기에서 부심을 보좌하여 경기기록표를 작성한다. 

  

  6.2.2 당구 심판원의 역할 

  

   a.1 대회전 각 종목별 경기용기구의 적합성 유무를 판단한다. 

    a.1.1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경기용기구를 사전에 점검한다. 

    a.1.2 경기에 필요한 물자와 기록에 필요한 문서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한다. 

    a.1.3 심판은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 시설 및 용기구·장비 등을 점검하고 승인하며 

경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b.1 경기를 개시시키고 진행한다. 

    b.1.1 경기 개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면 참가 선수(팀)과 해당 

배정지도자의 자격을 확인 후 경기를 개시시킨다. 

    b.1.2 해당 경기 중 일어나는 득점의 확인이나 규칙위반을 찾아내기 위하여 

참가선수(팀), 해당 임원, 팀 관계자들의 동작이나 행동 등을 관찰하여 규칙위반이 

적발되면 반칙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b.1.3 해당경기 배정심판(부심 혹은 경기기록원)은 경기 중 각 참가선수(팀)의 경기 

과정을 경기를 기록한다. 

 

   c.1 해당 경기의 승패가 가려지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c.1.1 경기 종료 시 배정심판들은 주심의 통제하에 경기과정에서 있었던 판정이나 

기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c.1.2 기록표에는 참가선수(팀)의 서명을 받는다. 

    c.1.3 경기가 종료된 직 후 사용된 용기구를 정리하여, 다음 경기에 대비한다. 

    c.1.4 본부기록원으로 배정된 심판은 종료가 된 경기기록을 통합하여 기록한다. 

 

 

 

 

규칙 7. 소청절차 

 

7.1 소청 

 

 7.1.1 소청은 경기 중 진행되는 경기 판정 소청(영상판독 소청 포함)과 경기 종료 후 

이루어지는 일반 서면소청으로 구분한다. 

가. 경기판정소청 : 경기 중 일어나는 득점 및 경고사항 

나. 일반서면소청 : 일반 사항 

 

 7.1.2 경기판정소청 

가. 경기 중 일어나는 득점 및 경고에 관한 사항 

나. 경기판정소청은 득점 및 경고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타임을 요청하여 

소청을 신청한다. 그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의사항 

발생 
☞ 

소청 심의 

여부 결정 

(주심결정) 

☞ 
소청 심의 

(주심,부심,경기위원장,심판이사) 
☞ 

결정사항 

통보 

(주심통보) 



(선수 혹은 

지도자 

타임 요청) 

 

다. 경기판정의 소청은 주심과 부심과 경기위원장(담당이사 대리 가능), 심판이사에 

의해 결정한다. 

라. 영상을 기록하는 경기인 경우에는 즉시 영상판독을 실시한다. 이 경우 판독은 

제기된 소청사항에 대해서만 판독하며, 영상판독 결정 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재판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경기판정소청을 거친 사항은 일반 서면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 경기판정소청에 따른 타임은 경기당 2 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타임요청은 심판에 의해 경고 혹은 몰수 패될 수 있다. 

 

 7.1.3 일반서면소청 

가. 경기판정소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15 만원을 경기 종료 후 15 분 이내에 경기운영석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서면소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소청사항 발생 시 경기종료 

후 15 분 이내 

서면소청신청 

(지도자 또는 대표자) 

☞ 
소청심의 

(소청위원회) 
☞ 

결정사항 통보 

(해당팀 혹은 연맹에 

서면통보) 

 

 

 

 7.2 소청위원회 

 

  7.2.1 소청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가.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자격 : 소청위원은 경기위원장, 심판이사, 담당종목이사 중 반드시 2 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구경기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구성 :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구성 절차 : 회장은 대회 개최일전에 소청위원장 및 소청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나. 소청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청 사유내용을 검토하여 심의 내용을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 

2. 필요한 경우 주·부심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청문대상의 결정을 

소청위원회에서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록이나 경기 내용 기록(영상물 등)을 검토한다. 

4. 토의가 끝나면 위원단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5. 소청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해당팀 혹은 연맹에 서면 통보한다. 

 

 7.2.2 기타사항 

가. 소청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나. 점수 계산의 착오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다. 주심의 득점판정에 대한 판단은 번복할 수 없다. 

라. 소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자의 경기 중 비위사실 등이 들어날 경우 

해당자의 징계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3 책임 

 

7.3.1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3.2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를 통해 판정의 정정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본 

연맹 회장에게 요청하여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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