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피드경기 규정
(국내, 국제)

체 육 인 헌 장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하는 정화과정이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은 인간 생활의 기조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써 행동
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우리 국민은 솔선 체육 활
동에 참여하고 참된 체육인이 되어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사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에 만족한다.
2. 경기를 하는 사람은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정정 당당히 싸운다.
3.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끈다.
4.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과학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지도에 힘쓴다.
5.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정신과 탁월한 기능에 갈채와
성원을 보내며 누구에게나 공정 무사한 태도를 갖는다.

위의 모든 체육인은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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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일반 규정(2016년도판 한글 번역문)
1부. 스피드기술위원회 일반 조직(STC GENERAL ORGANISATION)
1장. 스피드기술위원회(Speed Technical Committee)
1조. 설립(Constitution)
2조. 구성(Composition)
3조. 임무(Tasks)
4조. 스피드기술위원회 위원의 의무(Duties of STC members)
5조. 위원회 사무총장(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6조. 총회(The General assembly)
7조. 면직(Dismissals)
8조. 수입과 지출(Revenue and expenditures)
9조. 스피드기술위원회 징계위원회(STC Disciplinary Commission)
10조. 기타 사업(Other business)

2장. 임원(Officials)
11조. 국제 임원(International officials)
12조. 경기대회의 임원(Officials of the competition)
13조. 대표자(The Delegate)
14조. 코치(Coaches)

3장. 심판(Judges)
15조. 구성과 임무(Composition and tasks)
16조. 스피드기술위원회 권리(STC Rights)
17조. 국제심판의 유효성(Availability of International Judges)
18조. 국제심판 시험과 지명(Examination and appointment of International Judges)
19조. 국제심판 자격 취소(Withdrawal of International qualification)
20조. 심판장(Chief Referees)
21조. 국제심판 등록비(Registration fee for International Judge)
22조. 국제심판 명부(List of International Judge)
23조. 명예심판(Honorary judges)
24조. 국제심판의 운용(Employment of International Judges)
25조. 제한사항(Restrictions)
26조. 국제심판의 의무(Duties of International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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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스피드기술위원회 국제 경기대회(STC INTERNATIONAL COMPETITIONS)
1장. 국제경기대회 조직(International Competitions Organisation)
27조. 개최자(Organiser)
28조. 선수권대회(Championships)
29조. 스피드기술위원회 승인(STC Approval)
30조. 국제경기대회의 비용(International fees)
31조. 비용 납부(Fees payment)
32조. 대륙간 경기대회의 스피드기술위원회 승인(STC authorisation for Intercontinental competition)
33조. 공식 경기대회(Official competition)
34조. 공식 스피드기술위원회 연중행사표(Official STC calendar)
35조. 경기대회에 대한 전달(Communication for competition)
36조. 변경(Modification)
37조. 참가(Participation)
38조. 등록(Registration)
39조. 결과 및 보고(Results and Reports)
40조. 국적(Nationality)
41조. 성(性)의 구분(Categories gender)
42조. 나이(Age)
43조. 도핑방지 규정(Anti-Doping rules)

2장.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
1절. 세계선수권대회 일반규칙(General rules for World Championship)
44조. 정의(Definition)
45조. 참가(Participation)
46조. 연맹의 철회(Withdraw of a Federation)
47조. 대회 개최 후보(Candidature)
48조. 개최 연맹의 책임(Organising Federation responsibilities)
49조. 참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Information to the paticipating countries)
50조. 방송 비용(Broadcast charges)
51조. 도핑방지검사 비용(Anti-doping charges)
52조. 심판부 및 심판장 임명(Nomination of the Jury & Chief Referee)
53조. 심판부(Jury)
54조. 대표자회의(Preparatory meeting)
55조. 시상대(Podium)
56조. 공식 결과(Offic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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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특별규칙
(Specific rules for World Speed Skating Championship)
57조. 구성(Composition)
58조. 개최주기(Frequency)
59조. 일정(Programming)
60조. 세계선수권대회의 공식 거리(Official distances for World Championships)
61조. 스피드기술위원회 일정(STC Program)
62조. 훈련 일정(Training Program)
63조. 참가 명부(Inscription)
64조. 엔트리 양식(Entry Form)
65조. 연맹 및 선수의 참가비(Federation & Athlete Participation Fees)
66조.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납부금(World Speed Skating Championship Fees)
67조. 개최 연맹의 비용(Organising Federation charges)
68조. 개최 연맹의 기술적 비용(Organising Federation Technical charges)
69조. 국제 순위(International Ranking)
70조. 트로피 및 비용(Trophies & Prices)

3장. 월드게임(World Games)
71조. 월드게임 참가 자격(World Games Qualification)
72조. 월드게임의 공식 거리(Official distances for World Games)

4장. 월드컵(WIC 마라톤)(World Cup)(WIC Marathon)
5장. 세계기록(World records)
73조. 기록 공인(Validation)
74조. 기록(Records)
75조. 필요사항(Requirements)
76조. 문서화(Documentation)
77조. 발표(Publication)

3부. 스피드기술위원회 전문규칙(STC TECHNICAL RULES)
1장. 경기대회 일반규칙(General rules of competition)
1절. 경기 코스 및 장비(The race course & equipment)
78조. 경기 코스(Race course)
79조. 안전구역(Safety zone)
80조. 경기 코스의 적합성(Suitability of the race course)
81조. 경기의 진행 방향(Direction of the race)

5

82조. 출발선(Starting line)
83조. 결승선(The finish line)
84조. 출발선 및 결승선 장비(Starting & Finish line equipment)
85조. 장비(Equipment)
86조. 계시(Timekeeping)
87조. 수동계시 절차(Manual timekeeping procedure)
88조. 자동계시(Automatic timekeeping)
89조. 자동무선응답기(Transponders)
90조. 시간 발표(Time announcement)
91조. 공식 시간(Official time)
92조. 비디오 녹화(Video recording)
93조. 코치 구역(Coaches’ area)

2절. 선수(The skater)
94조. 경기복(Racing suit)
95조. 챔피언(선수권 보유자)의 증명(Identification of the Champions)
96조. 헬멧(Helmet)
97조. 스케이트(Skates)
98조. 배번호(Race numbers)
99조. 기타 장비(Other equipment)

3절. 트랙(The track)
100조. 트랙의 정의(The definition of the Track)
101조. 트랙의 길이(The Length of the track)
102조. 트랙의 폭(The Width of the track)
103조. 트랙의 윤곽(The Profile of the track)
104조. 트랙의 표면(The Surface of the track)
105조. 스케이팅 금지구역(The no skating zone)
106조. 안전 대책(The Safety measures)
107조. 트랙 위의 그림과 광고(Painting and advertising on the track)
108조. 세계선수권대회 트랙(Track for World Championship)
109조. 트랙의 공인(The certification of the track)

4절. 로드(The road)
110조. 로드(도로) 코스(Road course)
111조. 폐쇄 순환로드 경기 코스(Closed road circuit race course)
112조. 개방로드 경기 코스(Open road race course)
113조. 결승선 장비(Equipment of the finish line)
114조. 개방로드순환의 결승선(Finish line of open road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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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 스케이팅 코스(Skating course)

5절. 경기의 거리 및 유형(The distance & types of race)
116조. 경기의 공식 거리(Official distances of the races)
117조. 경기의 유형(Type of races)
118조.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거리(60조 참조)
(Official distances of the World Championships (art.60)
119조. 개인 타임트라이얼(Individual Time trial)
120조. 팀 타임트라이얼(Team Time Trial)
121조. 스프린트 토너먼트(Sprint tournament)
122조. 100m 스프린트 토너먼트 일반규칙(General rules for 100m sprint tournament)
123조. 500m 및 1바퀴 스프린트 토너먼트 일반규칙
(General rules for 500m & 1 lap sprint tournament)
124조. 1,000m 스프린트 토너먼트 일반규칙(General rules for 1.000m sprint tournament)
125조. 집단출발 거리 경기(Mass start distance race)
126조. 제외경기(Elimination race)
127조. 포인트경기(Point race)
128조. 제외+포인트경기(Point-Elimination race)
129조. 계주경기(Relay race)
130조. 시간제한경기(Endurance race)
131조. 추월경기(Pursuit race)
132조. 구간경기(Stage race)

6절. 경기(The race)
133조. 소집구역(Area of call)
134조. 출발선 순서(Starting line order)
135조. 출발 순서(Starting order)
136조. 타임트라이얼 출발 조건(Time trial starting conditions)
137조. 스프린트 토너먼트 출발 조건 (100m, 500m 및 1,000m)
(Sprint tournament starting conditions)(100m, 500m & 1.000m)
138조. 100m 스프린트 토너먼트 특별규칙(Specific rules for 100m sprint tournament)
139조. 집단출발경기 출발 조건(Mass start starting condition)
140조. 경기의 무효(Neutralisation of the race)
141조. 경기의 중지(Stop of the race)
142조. 경기의 속개(Resume the race)
143조. 경기의 재출발(Restart of race)
144조. 경기의 취소(Cancellation of race)
145조. 종(The bell)
146조. 회수심판(Lap sc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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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조. 서로 다른 유형의 경기에서의 결승선 판정
(Judgement on the finish line in the different types of race)
148조. 순위(Ranking)
149조. 팩에 의하여 한 바퀴 뒤쳐진 선수의 순위(Placement of lapped skaters by the pack)
150조. 실격 선수(Disqualifies skater)(DSQ)
151조. 기권 선수(Withdrawn skater)(Did Not Finish ; DNF)
152조. 집단출발경기의 동순위(Ex-aequo placement in mass start race)
153조. 트라이얼경기와 시간을 다투는 경기에서 같은 기록으로 인한 순위결정전
(Tiebreak trial and races against time)
154조. 로드 경기의 최대 시간(Maximum time in road races)
155조. 경기대회 승인(Competition ratification)

7절. 심판부(The jury)
156조. 심판부(The Jury)
157조. 심판 복장(Judge Uniform)
158조. 심판장의 임무(Tasks of the Chief Referee)
159조. 심판부 서기(The Jury secretary)
160조. 소집구역심판(The Call area judge)
161조. 출발심판(The starting judge)
162조. 코스심판(Course judges)
163조. 결승심판(Finish judges)
164조. 회수심판(Lap scorer judge)
165조. 공식 아나운서(Official speaker)

8절. 판정(The judgement)
166조. 과실(過失)의 정의(Definition of the Faults)
167조. 기술 과실(Technical faults)
168조. 부정출발(False start)
169조. 스케이팅 코스 퇴장(Exit of the skating course)
170조. 잘못된 교대(Wrong Relay)
171조. 스포츠 과실(Sport faults)
172조. 경로(Trajectory)
173조. 방해(Obstruction)
174조. 선수를 도와주는 것(Assistance to skater)
175조. 심판부 지시사항 무시(No respect of jury instruction)
176조. 제재(Sanctions)
177조. 경고(Warnings)
178조. 순위 감소(Reduction in rank)
179조. 실격(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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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 자동 출전정지(Automatic suspension)
181조. 제재 및 순위(Sanctions & Ranking)
182조. 스프린트 토너먼트 제재 및 순위(Sanctions & Ranking for sprint tournament)

9절. 징계(The discipline)
183조. 징계적 과실(Disciplinary faults)
184조. 페어 플레이(Fair play)
185조. 공격성(Aggression)
186조. 팀 과실(Team fault)
187조. 심판부에 대한 위법행위(Misconduct against the Jury)
188조. 징계 과정(Disciplinary procedure)
189조.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Progress of the disciplinary commission)
190조. 징계 조치(Disciplinary measures)
191조. 해당 경기대회의 배제(Exclusion of the competition)
192조. 출전정지(Suspension)
193조. 일심(一審)(이의신청) 담당 기관(Body of first instance)(claims)
194조. 이의신청 과정(Claims procedure)
195조. 스피드기술위원회에 제출된 이의신청(Claims presented to the STC)
196조. 이의신청비(Claims fees)
197조. 이심(二審)(항소) 담당 기관(Body of second instance)(appeal)
198조. 항소 과정(Appeal procedure)
199조. 항소 비용(Appeals fees)
200조. 결정사항(Decisions)

2장.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WC) 특별규칙
(Specific rules for World Speed Skating Championship)
201조. 세계선수권대회(WC)- 공식 트랙(WC–Official Track)
202조. 직전 세계선수권대회(WC) 순위(Ranking of the previous WC)
203조. 일정표와 준비운동(Planning and warm-up)
204조. 세계선수권대회(WC)- 로드 100m 스프린트(WC–Road 100m sprint)
205조. 세계선수권대회(WC)- 트랙 300m 타임트라이얼(WC–Track 300m time trial)
206조. 스프린트 토너먼트(500m, 1바퀴 및 1,000m)(Sprint tournament)(500m, 1 lap & 1.000m)
207조. 세계선수권대회(WC)- 장거리 경기 예선 조편성
(WC–Constitution of the qualification heats for the long distance race)
208조. 세계선수권대회(WC)- 트랙 제외 15,000m 경기(WC–Track 15.000m Elimination race)
209조. 세계선수권대회(WC)- 트랙 제외+포인트경기(WC–Track Elimination+Point race)
210조. 세계선수권대회(WC)- 계주경기(WC–Relays Races)
211조. 세계선수권대회(WC)- 로드 포인트경기(WC–Road Point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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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조. 세계선수권대회(WC)- 로드 제외 20,000m 경기(WC–Road 20.000m Elimination)
213조. 세계선수권대회(WC)- 마라톤(WC–Marathon)

* 본 내용 중 붉은색 이탤릭체 부분이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사항임
* 본문 내용 중 파란색 부분은 문맥의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기존 번역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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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소개
1. 명칭
한

글

영

문

2. 조직도

※ 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설,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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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현황
일

자

내

용

1972. 1.30

경북로울러스케이팅협회 조직

1973. 3.10

대한로울러스케이팅협회로 명칭 변경

1975.12.28

한국로울러스케이팅협회로 명칭 변경

1977. 9.16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 시 국제로울러스케이팅연맹(FIRS) 가맹

1978. 2. 5

대한로울러스케이팅연맹으로 명칭 변경

1978. 2.20

아시아로울러스케이팅연합(CARS) 결성 (결성국 : 한국, 일본, 인도)

1979. 6.20

대한체육회 준가맹

1980.10.22

연맹사무실 경북 대구에서 서울로 이전(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536-6)

1981. 6.20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

1983.10. 6~11

제64회 전국체육대회(인천) 시범종목 경기 개최(제65회 대구대회까지)

1985.10.10~15

제66회 전국체육대회(강원 강릉) 정식종목 경기 개최

1987. 9.16~20

제2회 아시아로울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전남 송정시)

1997. 5.24~27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강원 강릉) 시범종목 경기 개최(제27회 경남 창원대회까지)

1997. 9. 3~ 8

제7회 아시아로울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강원 강릉시)

1999. 5.29~ 6. 1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제주) 정식종목 경기 개최(롤러종목은 서울에서 개최)
2001. 1.18

대한로울러스케이팅연맹에서 “대한롤러경기연맹”으로 명칭 변경

2002.10.15

사단법인 설립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롤러경기연맹”으로 명칭 변경

2004. 1.17

“사단법인 대한인라인롤러연맹”으로 명칭 변경

2005. 1.27

김용우 회장(제13대) 취임

2005. 5.10~14

제11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전북 전주시)

2006. 9. 1~ 9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경기 안양시)

2009. 1.30

유준상 회장(제14대) 취임

2009. 9.18~29

2009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종합 1위 달성(중국 하이닝)

2010.11.23~26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스피드종목 금메달 3개 획득(중국 광저우)

2011. 1.25

사단법인 대한인라인롤러연맹에서 “사단법인 대한롤러경기연맹”으로 명칭 재변경

2011. 8.29~ 9. 5 2011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전남 여수시)
2013. 1.25

유준상 회장(제15대) 연임

2016. 2.2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창립(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와 통합/통합창립대의원총회)

2016. 2.24~ 9. 5 유준상 회장, 초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추대(제16대)
2017. 2. 4

김영순 회장,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취임(제17대)

12

▣ 월드 스케이트 소개
1. 개요
가. 명

칭 : 월드 스케이트 (World Skate)

* 2017년 9월 3일(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기존 명칭 국제롤러스포츠연맹(FIRS)를
개칭하였음
나. 연

혁 : 1924년 4월 창설(스위스 몽띄르)

다. 회원국/연맹수 : 104개 국가 112개 연맹 (2018년 1월 기준)
라. 우리나라 가입일 : 1977년 9월 16일

2. 조직도

13

국내 스피드경기 규정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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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문체육

제1절 경기 규정
제1조 경기종목
1. 중앙연맹 주최 대회(트랙)
구 분

경기방식에 따른 세부종목 및 거리
(m)

부 별

초등부
1•2학년

초등부
3•4학년

초등부
5•6학년

남

200

300

500

여

200

300

500

300

500

남

(km)

1,000

계주3,000
(남, 여)

여

300

500

1,000

남

T300

500

1,000

P3,000

E3,000

여

T300

500

1,000

P3,000

E3,000

남

T300

500

1,000 P3,000

EP5,000

E10,000

계주3,000

여

T300

500

1,000 P3,000

EP5,000

E10,000

계주3,000

남

T300

500

1,000 P5,000 EP10,000 E15,000

계주3,000/추월2,000
중 택일

여

T300

500

1,000 P5,000 EP10,000 E15,000

계주3,000/추월2,000
중 택일

남

T300

500

1,000 P3,000

계주3,000

여

T300

500

1,000 P3,000

계주3,000

남

T300

500

1,000 P5,000 EP10,000 E15,000

계주3,000/추월2,000
중 택일

여

T300

500

1,000 P5,000 EP10,000 E15,000

계주3,000/추월2,000
중 택일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T : 타임트라이얼경기, E : 제외경기, EP : 제외+포인트경기, P : 포인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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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마라톤
42.195

* 2014년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초등부 5․6학년 E3,000m(←E5,000m),

중등부 P3,000m(←P5,000m)와 EP5,000m(←EP10,000m) 및 E10,000m(←E15,000m) 그리고
대학부 P3,000m(←P5,000m) 종목으로 변경됨.
(2014년 제1차 이사회 및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 고등부의 경우 일반부와 마찬가지로 계주3,000m와 추월2,000m 중 택일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전국남녀종별롤러경기대회, 대한체육회장배전국롤러경기대회 그리고 회장배전국학교및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 등 3개 대회 중 4/4분기에 개최되는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대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2013년 6월 제32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 대학부와 일반부가 분리되어 대회를 치를 경우 일반부에 한하여 계주3,000m와 추월2,000m 중 택일
하여 출전할 수 있다.
(2009년 제2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일반부에 한하여 추월2,000m 종목 추가)
* 시도대항대회와 기타 본 연맹이 정하는 대회에 한하여 대학부는 일반부와 통합하며,
이 경우 세부 경기종목은 일반부의 경기종목으로 한다.
* 2008년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초등부 5,6학년에 한하여
E5,000m 종목 추가 / 초등부 B조는 제외경기 실시하지 않는다.

2. 전국소년체육대회(트랙)
부 별

구 분

경기방식에 따른 세부종목 및 거리

남

T300m

1,000m

P3,000m

계주3,000m

여

T300m

1,000m

P3,000m

계주3,000m

남

T300m

1,000m

EP5,000m

E10,000m

계주3,000m

여

T300m

1,000m

EP5,000m

E10,000m

계주3,000m

초등부

중등부

(T : 타임트라이얼경기, E : 제외경기, EP : 제외+포인트경기, P : 포인트경기)

3. 전국체육대회(트랙)
부 별

구 분

경기방식에 따른 세부종목 및 거리

남

T300m

1,000m

EP10,000m

E15,000m

계주3,000m

여

T300m

1,000m

EP10,000m

E15,000m

계주3,000m

남

T300m

1,000m

EP10,000m

E15,000m

계주3,000m

여

T300m

1,000m

EP10,000m

E15,000m

계주3,000m

고등부

대학․
일반부

(T : 타임트라이얼경기, E : 제외경기, EP : 제외+포인트경기)

*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부터 T300m는 스프린트 500m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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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드대회(코리아오픈 기준)(로드)
부 별

구 분

초등부
1·2학년/
3․4학년
초등부
5·6학년

경기방식에 따른 세부종목 및 거리

남

100m

1바퀴

1,000m

여

100m

1바퀴

1,000m

남

100m

1바퀴

P3,000m

E3,000m

계주3,000m

여

100m

1바퀴

P3,000m

E3,000m

계주3,000m

남

100m

1바퀴

P5,000m

E10,000m

계주3,000m

여

100m

1바퀴

P5,000m

E10,000m

계주3,000m

남

100m

1바퀴

P10,000m

E20,000m

계주5,000m

여

100m

1바퀴

P10,000m

E20,000m

계주5,000m

남

100m

1바퀴

P10,000m

E20,000m

계주5,000m

여

100m

1바퀴

P10,000m

E20,000m

계주5,000m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T : 타임트라이얼경기, E : 제외경기, P : 포인트경기)
* 2014년부터 개최되는 로드부문 전국대회 및 국내개최 국제대회부터

초등부 5․6학년 E3,000m(←E5,000m), 계주3,000m(←계주5,000m) /
중등부 P5,000m(←P10,000m), E10,000m(←E20,000m) 및 계주3,000m(←계주5,000m) 종목으로

변경한다.
(2014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 일반 전국대회 중 로드대회(코리아오픈 또는 기타 특정 국제대회[국내개최] 제외) 개최 시 대학부는
일반부와 분리하여 운영하며, 이 경우 대학부의 경기종목은 500m, P3,000m 및 계주5,000m로 한다.
(2014년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 위의 종목표는 국제대회로서 해외 초등부 선수들이 참가하는 코리아오픈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일반 전국대회 중 로드대회는 초등부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경우 해당 대회의 성격, 참가부별 및 참가요강 등에 따라 참가 부별은 상이할 수 있다.
* 초등부 등록선수의 경우 2010 남원코리아오픈부터 로드대회 참가를 허용하였으나, 비등록선수(B조)는
로드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중등부의 경우 EP5,000m(←EP10,000m),
E10,000m(←E15,000m)로 변경한다.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적용)
* 2015년 국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규정 변경에 따라 2016년 로드대회(코리아오픈 기준)의
경우 100m 스프린트(←T200m 및 200m), 1바퀴 스프린트(←500m)로 변경한다.
단, 100m 스프린트의 경우 경기장의 로드코스 사정에 따라 거리를 줄여서 경기할 수도 있다.
※ 기타 대회의 경우 대회 성격 등에 따라 경기종목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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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기방법
1. 개인 타임트라이얼(트랙 T300m)
가. 1조 1인으로 경기하며, 결승선을 지나는 시간을 계측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나. 타임트라이얼경기의 경우 대시라인(점선)은 출발선에서 50㎝ 떨어진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선수는 출
발선과 대시라인 안에 적어도 한 발이 경기코스의 바닥에 있어야 한다. 모든 바퀴는 경기코스와 접촉
한 상태여야 한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4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의 변경에 따라 2015년부
터 국내규정에 적용)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의 변경에 따라 2016년부
터 국내규정에 적용)
다.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동안 스케이트는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는 경기코스와 접촉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스케이트는 굴릴 수 있지만 뒤 선(대시라인)에 닿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
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허용된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4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의 변경에 따라 2015년부
터 국내규정에 적용)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의 변경에 따라 2016년부
터 국내규정에 적용)
라. 출발심판은 선수에게 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경기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15초가 선수에게 주
어진다. 이 시간 안에 출발하지 않을 경우 부정출발이 선언되고, 이 선수는 경고 1회를 받게 된다. 또
한 심판의 명령에 따라 위의 ‘나’항 및 ‘다’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출발시킬 수 있다. 이때 부정
출발이 선언되고, 이 선수는 경고 1회를 받게 된다. 경고가 2회일 경우 실격된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4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의 변경에 따라 2015년부
터 국내규정에 적용)
(2011년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 변경에 따라 국내규정에도 적용함)
(2011년 제30회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마. 모든 타임트라이얼경기는 횟수 카운팅 없이(1로 그대로 놓아둠) 종을 치는 것으로 신호한다.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전국대회 및 코리아오픈에서는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단, 전국(소년)체육
대회의 경우에 한하여 참가선수가 12명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치르며,
경기는 프로그램에 기재된 순서로 진행한다.
참가선수가 13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예선전을 치르며, 경기는 프로그램에 기재된 순서로 진행
한다. 결승전 진출 인원은 6명이며, 결승전은 예선전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2007년 제26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적용)
(2011년 남원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바. 2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기록이 나올 경우 순위결정을 위하여 해당 선수들은 재경기를 실시한다.
사. 선수가 타임트라이얼경기를 하는데 있어 출발선에서 출발한 직후부터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스케이
트가 경기장 안쪽 가장자리 라인을 넘어 스케이팅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하든가 스케이팅금지구역을 표
시하는 부착물이나 라인포인트 등을 건드릴 경우 실격처리 한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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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린트 200m 및 3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7명까지 할 수 있으며, 준(준)결승과 결승은 6명으로 제한한다. 단, 전체 참
가인원이 7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1위, 2위+기록 2명(6명)

3조

-

각 조 1위+기록 3명(6명)

4조

각 조 1위, 2위+기록 4명(12명)

각 조 1위, 2위+기록 2명(6명)

5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12명)

각 조 1위, 2위+기록 2명(6명)

6조

각 조 1위, 2위(12명)

각 조 1위, 2위+기록 2명(6명)

예선조

다. 준결승전의 조편성은 서펀틴(Serpentine) 시스템에 따라 구성한다.
예시) 예선 4개조 참가 → 준결승 진출자
1조

2조

1조 1위

2조 1위

4조 1위

3조 1위

1조 2위

2조 2위

4조 2위

3조 2위

기록 1

기록 2

기록 4

기록 3

라. 트랙 초등부의 200m와 300m 스프린트 경기에 대하여 부정 출발의 경우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
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하지만 부정 출발 경고는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1)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된다.
(2)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된다. 단,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7년도부터 적용)

3. 스프린트 500m
가. 각 부별로 동일하게 예선전, 준준결승전, 준결승전의 조편성은 기본적으로 4명으로 하되, 예선전에 한
하여 참가인원에 따라 1명이 추가될 수 있다. 결승전 경기인원은 4명이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5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2012년 대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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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예선조

준준결승 진출 인원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진출 인원

2조

-

-

각 조 1위, 2위(4명)

3조

-

4조

-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5조

-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6조

각 조 1위, 2위+기록 4명(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7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8조

각 조 1위, 2위(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9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20명)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10조

각 조 1위, 2위(20명)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11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24명)

각 조 1위+기록 2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각 조 1위, 2위+기록 2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다. 준준결승전과 준결승전의 조편성은 서펀틴(Serpentine) 시스템에 따라 구성한다.
예시) 예선 9개조 참가 → 준준결승전 진출자
1조(Heat 1)

2조(Heat 2)

3조(Heat 3)

4조(Heat 4)

5조(Heat 5)

1조 1위

2조 1위

3조 1위

4조 1위

5조 1위

1조 2위

9조 1위

8조 1위

7조 1위

6조 1위

2조 2위

3조 2위

4조 2위

5조 2위

6조 2위

기록 2

기록 1

9조 2위

8조 2위

7조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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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선 9개조 참가 → 준준결승전 → 준결승전 진출자
1조(Heat 1)

2조(Heat 2)

1조 1위

2조 1위

4조 1위

3조 1위

5조 1위

기록 1

기록 3

기록 2

예시) 예선 9개조 참가 → 준준결승전 → 준결승전 → 결승전 진출자
결승전
1조 1위
2조 1위
1조 2위
2조 2위
라. 예선, 준(준)결승 및 결승경기 시 출발선의 안쪽 가장자리와 가까운 첫 번째 칸은 비워둔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마. 부정 출발의 경우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하지만 부정 출발 경고는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1)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된다.
(2)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된다. 단,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 스프린트종목의 예선 경기 레인배정은 별도로 정한 레인배정표를 따른다. 단, 준(준)결승 및 결승 경기의
레인배정은 그 이전 경기의 기록순에 따라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하도록 한다.
(상기의 표는 예시임)
(2012년 7월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4. 스프린트 1,000m
가. 각 부별로 동일하게 예선전과 준준결승전 경기인원은 최대 9명이며, 준결승전과 결승전 경기인원은 8
명으로 한다. 전체 참가인원이 9명일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적용)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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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준결승 진출 인원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진출 인원

2조

-

-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3조

-

-

각 조 1위, 2위+기록 2명
(8명)

4조

-

각 조 1위~4위
(16명)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5조

-

각 조 1위~3위+기록 1명
(16명)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6조

-

각 조 1위~2위+기록 4명
(16명)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7조

각 조 1위~4위+기록 8명
(36명)

각 조 1위~4위
(16명)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8조

각 조 1위~4위+기록 4명
(36명)

각 조 1위~4위
(16명)

각 조 1위, 2위+기록 4명
(8명)

예선조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다. 예선 4개조, 5개조 및 6개조 시 경기 결과에 따른 준결승 경기의 조편성 방식은 국제규정의 스프린트
500m 서펀틴 방식과 같이 각 조 순위 결과로 기준한다.
라. 예선, 준(준)결승 및 결승 경기 시 출발선의 안쪽 가장자리와 가까운 첫 번째 칸은 비워둔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마. 부정 출발의 경우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하지만 부정 출발 경고는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1)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된다.
(2)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된다. 단,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5. 포인트경기
가. 125m 트랙일 경우 남/여 포인트5,000m 경기는 5바퀴마다 점수가 주어진다.
나. 200m 트랙일 경우
(1)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2011년 남원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단, 초등부와 중등부 및 대학부의 포인트3,000m 종목에 한하여 출전선수 20명까지는 바로 결승전
을 실시하며, 21명부터는 예선전을 거친다. 결승에 진출하는 인원은 각 조 6위까지 총 12명으로 한
다. 예선 경기에 따른 결승 경기의 레인배정은 예선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결승진출자 전원에 대
하여 시․도 레인배정에 따라 출발선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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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2014년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
기대회부터 적용)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 남/여 포인트5,000m 경기는 3바퀴부터 2바퀴마다 점수가 주어진다.
(3) 각 포인트 바퀴에서 1등, 2등에게 각각 2점, 1점을 주며, 마지막 바퀴에서는 1등, 2등 및 3등에게
각각 3점, 2점 및 1점을 준다.
(4) 각 부별 포인트3,000m와 포인트5,000m 경기의 포인트 방식은 별도로 정한 횟수표를 따른다.
다. 포인트경기에서 1위에게 추월(혹은 추월가능성) 당하면 제외되며, 제외된 선수는 획득한 점수와 상관
없이 제외 역순으로 순위를 계승한다.
라. 상기 “다”항의 경우 마지막 6명이 남는 경우는 제외시키지 않는다.
마.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의 점수가 같을 경우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순위를 정한다.

6. 제외경기
가.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2011년 남원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나. 제외요령은 회수심판이 한 바퀴 전에 종을 쳐줌으로써 알려주고 다음 바퀴에 제외시킨다.
다. 제외 전 선수가 실격을 당하게 되면 그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제외가 없다.(만일 두 선수 이상이 실격
을 당하게 되면 그 수만큼 제외가 없게 된다.)
라. 제외경기의 최종 제외는 3바퀴를 남기고 실시하며, 결승선 통과 시 인원은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마
지막 바퀴의 등위결정은 지면에 닿은 스케이트의 앞발(앞바퀴) 기준으로 한다.
마. 심판장(부재 시 상급심판)은 제외 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바. 제외15,000m 경기의 경우 국제규정에 따라 출발 후 11바퀴(65바퀴)까지는 제외 없이 진행하며, 64
바퀴에 종을 치고, 63바퀴에 첫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제외가 있는 3바퀴까지 짝수 바퀴
에는 종, 홀수 바퀴에는 제외를 한다.
(2011년 제30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사. 제외15,000m 경기 시 참가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심판장은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제외 횟수와 인
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외가 시작된 후 매 제외 바퀴마다 제일 후
미의 선수를 선별하여 3회~6회 예비 제외되는 선수를 제외시키는 후미제를 운영한다. 예비 제외 횟수
는 심판장이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도록 한다.
(2011년 제30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또한 제외15,000m 경기의 경우 후미제와 함께 남자부는 24분 59초까지, 여자부는 27분 59초까지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시간 촉진제를 함께 적용한다. 이 제한시간 안에 경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심판부는 그 경기 자체를 무효 처리한다.
(2012년 대회부터 적용)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아. 초등부 제외3,000m와 중등부 제외10,000m 경기의 제외 방식은 별도로 정한 횟수표를 따른다.
(2014년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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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등부 제외10,000m의 경우 경기시간 촉진제에 따른 제한시간은 심판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시간을
따른다.
차. 경기시간 촉진제는 본 연맹이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를 포함한
전국대회 시 적용한다. 단,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는 경기시간 촉
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7. 제외+포인트경기
가. 제외경기와 포인트경기의 방식을 같이 적용한다.
나.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2011년 남원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다. 참가선수가 20명까지는 6명을 남기고, 21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 10명을 남긴다. 최종 제외는 3바퀴
를 남기고 실시한다.
(2014년 전국대회부터 적용)
라. 제외+포인트10,000m 경기의 경우 국제규정에 따라 종을 친 다음 바퀴는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 바
퀴에는 제외를 시킨다. 출발 후 7바퀴(44바퀴)까지는 제외나 포인트가 없으며, 43바퀴에 종을 치고,
42바퀴에 첫 포인트를 주며, 41바퀴에 첫 제외와 함께 다음 바퀴 포인트를 알리는 종을 쳐준다. 이렇
게 하여 41바퀴부터 마지막 제외가 있는 3바퀴까지 짝수 바퀴에는 포인트를, 홀수 바퀴에는 제외와
종을 친다. 맨 마지막 2바퀴째에도 포인트가 부여됨에 따라, 포인트 바퀴는 맨 마지막 바퀴 포함 총
22회이며, 총 포인트 합계는 69점이 된다.
(2011년 제30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단, 중등부 제외+포인트5,000m 경기의 제외 및 포인트 방식은 별도로 정한 횟수표를 따른다.
(2014년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마. 각 포인트 횟수마다 1등, 2등에게 각각 2점, 1점을 주며, 마지막 바퀴에서는 1등, 2등 및 3등에게 각
각 3점, 2점 및 1점을 준다.
바. 심판장(부재 시 상급심판)은 제외 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8. 계주경기
가. 각종 시도대항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대회)는
4명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고, 이외의 나머지 대회는 3명이 출전한다.
나. 계주경기의 출전 자격은 해당 대회의 참가신청서에 출전 확인을 한 선수 모두에게 주어진다. 단, 시상
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 한하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해당 대회 규정을 따른다.
(2006년 제26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적용)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경기 전 별도의 출전선수명단 양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2년 대회부터 적용)
다. 소속팀은 단일팀만 인정하며, 유니폼이 통일되지 않은 팀은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라. 각 부별로 동일하게 예선전, 준(준)결승전의 조편성은 최대 4개팀으로 하며, 결승진출팀도 4개팀으로
한다. 단, 전체 참가팀이 5개일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기권으로 인한 참가팀(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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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이하) 감소 시 다시 페어링을 실시한다.
(2013년 6월 제32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단,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해당 대회 규정을 따른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마. 계주경기의 결승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예선 2개조 : 각 조 1위와 2위 총 4개팀이 결승전 실시
(2) 예선 3개조 : 각 조 1위 + 기록 1개팀 등 총 4개팀이 결승전 실시
(3) 예선 4개조 : 각 조 1위와 2위 총 8개팀이 준결승 진출
→ 각 조 1위와 2위 총 4개팀이 결승전 실시
(4) 예선 5개조 : 각 조 1위 + 기록 3개팀 등 총 8개팀이 준결승 진출
→ 각 조 1위와 2위 총 4개팀이 결승전 실시
(2013년 6월 제32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단, 2013년 제94회 및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까지만 변경 전 규정으로 실시함)
바. 계주 경기의 터치(교대) 및 터치 존(교대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터치(교대)는 도착하는 선수가 출발하는 선수의 뒤쪽을 양 손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한다.
(2) 터치하는 방법은 터치받을 선수의 몸 뒤쪽을 양손으로 미는 방식만 허용된다. 툭 치거나 잡아당기
는 교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그 팀은 실격 당한다. 단, 초등부 선수(등록선수, 비등록선수
모두 포함)에 한하여 이와 같은 터치(교대)를 허용한다.
(국제규정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으로 2013년 대회부터 시행)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3) 200m 트랙에서는 1인이 1바퀴씩 활주하며, 매 바퀴마다 터치가 이루어진다.
(4) 로드의 경우 첫 주자는 200m 또는 600m를 활주한 후 터치할 수 있다.
(5) 마지막 교대는 마지막 바퀴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6) 트랙에서의 교대 구역은 코너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직선주로 맨 마지막에서 끝난다.
(7) 터치(교대)는 터치 존(교대 구역) 안쪽에서 시작하여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팀은 실격
당한다.
(8) 교대하는 선수가 교대 구역에 들어갔지만 팀 동료에게 교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팀은 실격 당
한다.
(9) 선수의 두 번째 스케이트의 마지막 부분이 교대 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흰 색 선을 완전히 통과하였
을 때 이 선수가 교대 구역에 들어갔다고 간주한다.
(10) 첫 번째 스케이트의 앞 부분이 교대 구역의 끝을 알리는 선을 넘어갔을 때 이 선수가 교대 구역
을 빠져 나갔다고 간주한다.
사. 계주 경기의 모든 방식은 전 부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한 선수가 실격 당할 행위를 한다면 그 팀
은 실격 당한다.
아. 초등부를 제외한 각 부별 계주 경기 시 터치(교대)와 관련하여 상대 선수의 진로방해 등으로 인하여
위의 ‘바의 2항’과 같은 방식으로 터치(교대)가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상대 선수의 명백한 비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심판부는 해당 팀을 구제하여 줄 수 있다. 단, 이러한 구제는 어떠한 방
식으로라도 최소한의 터치(교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한다.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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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월경기
가. 고등부 및 일반부에 한하여 추월2,000m 경기를 실시한다.
(2009년 제2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일반부에 한하여 종목 추가)
(고등부의 경우 전국남녀종별롤러경기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롤러경기대회 그리고 회장배 전국 학
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 등 3개 대회 중 4/4분기에 개최되는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 한
하여 실시함)
(2013년 6월 제32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4명으로 한다.
다. 2개팀이 한 조로 편성되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동시에 출발하여 기록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4
명의 주자 중 3번째 주자의 기록을 그 팀의 기록으로 인정한다.
라. 참가팀이 홀수일 경우 부전승 진출팀은 대진추첨으로 결정한다.
(대진추첨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실시)
마. 선두팀에 따라 잡혀도 제외 없이 끝까지 경기를 마치도록 하며, 따라잡힌 팀은 앞선 팀의 주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아웃코스로 비켜주어야 한다.
(2011년 제30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10. 마라톤경기(42.195km)
가. 마라톤 대회 및 경기의 개최 및 실시여부는 본 연맹의 여건에 따라 별도 통보한다.
나. 본 종목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본 연맹 주최 국내대회 시 상금은 후원여부에 따라 시상한다.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본 연맹 주최/주관의 국내 및 국제 마라톤대회의 순위 결과에 따라 주니어 남자와
여자, 시니어 남자와 여자 각각 6명씩에게 아래의 점수가 부여되며, 국가대표선발 랭킹에 포함된다.
(2008년 5월부터 적용. 시니어와 주니어의 구분 기준은 세계선수권대회의 참가 제한 연령으로 함)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단, 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6위까지만 부여한다. 세부 점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점수

7점

5점

4점

3점

2점

1점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중 국제롤러스포츠연맹(FIRS) 및 국제스피드위원회(FIRS 스피드기술위
원회(STC))가 주최/주관하는 마라톤대회와 WIC 마라톤대회 및 아시아롤러경기연합(CARS)이 주최/주
관하는 마라톤대회의 경우 ‘마’항의 결과에 따라 ‘다’항의 점수를 부여한다. 단, 사전에 위의 대회 참가
사실을 본 연맹에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8년 5월부터 적용)
마. 해외에서 개최되는 FIRS,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및 WIC 주최 및 주관의 마라톤대회의 경우
20위까지의 성적만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20위 내 외국 선수를 제외한 국내 선수만으로 순위를
매겨 ‘다’항의 점수를 부여한다. CARS 주최 및 주관의 마라톤대회는 해당 대회의 순위결과 그대로를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008년 5월부터 적용)
바. 본 종목의 제반 규정은 국제 및 국내 마라톤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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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드 100m 스프린트
가. 로드코스의 직선주로에서 하는 경기로 결승전에는 2명 또는 3명의 선수가 경기한다.
나. 출발선은 2.6m 폭으로 2개, 3개 또는 4개의 동일한 출발 위치를 정해 놓는다.
다. 선수는 자기 레인에서 스케이팅을 해야 한다. 5cm의 흰 색 레인 구분선을 닿는 선수는 자기 레인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실격 처리된다.
라. 경기장의 로드코스 직선주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00m보다 짧은 거리로 경기할 수도 있다.
마.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원 및 조

준준결승 진출 인원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진출 인원

1~6명(단일조)

기록 순으로 순위

7~9명(3조×2~3명)

각 조 1위(3명)

10~12명(4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13~15명(5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16~18명(6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19~21명(7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22~24명(8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25~27명(9조×2~3명)

기록 9명/3조×3명

각 조 1위(3명)

28~30명(10조×2~3명)

기록 15명/5조×3명

각 조 1위+기록 4명(9명)

각 조 1위(3명)

31~33명(11조×2~3명)

기록 18명/6조×3명

각 조 1위+기록 3명(9명)

각 조 1위(3명)

34~36명(12조×2~3명)

기록 18명/6조×3명

각 조 1위+기록 3명(9명)

각 조 1위(3명)

37~39명(13조×2~3명)

기록 18명/6조×3명

각 조 1위+기록 3명(9명)

각 조 1위(3명)

40~42명(14조×2~3명)

기록 21명/7조×3명

각 조 1위+기록 2명(9명)

각 조 1위(3명)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바. 부정 출발의 경우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하지만 부정 출발 경고는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1)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된다.
(2)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된다. 단,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 스피드 국가대표선수 선발전부터 적용)

12. 로드 1바퀴 스프린트
가. 출발선은 6개의 동일한 출발 위치를 정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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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트랙 500m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경기
예선조

준준결승 진출 인원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진출 인원

2조

-

-

각 조 1위, 2위(4명)

3조

-

4조

-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5조

-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6조

각 조 1위, 2위+기록 4명(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7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8조

각 조 1위, 2위(16명)

각 조 1위, 2위(8명)

각 조 1위, 2위(4명)

9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20명)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10조

각 조 1위, 2위(20명)

각 조 1위+기록 3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11조

각 조 1위, 2위+기록 2명(24명)

각 조 1위+기록 2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각 조 1위, 2위+기록 2명(8명) 각 조 1위, 2위(4명)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다. 부정 출발의 경우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하지만 부정 출발 경고는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1)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된다.
(2)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된다. 단,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 스피드 국가대표선수 선발전부터 적용)

13. 로드대회
가. 본 종목에 대한 경기운영은 국제스피드경기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나. 폐쇄순환 로드트랙의 최소 거리는 400m로 한다.
다. 로드 경기도 트랙경기와 마찬가지로 랭킹점수를 부여한다.
라. 국내 로드대회 개최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마. 코리아오픈과 같은 국내 개최 국제대회를 통하여 로드대회가 개최될 경우 그 해의 로드대회는 이미 개
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로드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바. 그 해에 코리아오픈 또는 다른 대회를 통하여 로드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그 해의 트랙대회 개최
지 중에서 로드대회를 함께 개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로드대회 개최지 결정은 트랙대회를 유치한 도
시의 로드경기장 상황에 따른다.
(201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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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천 시 경기진행
1. 우천으로 인한 경기 순연은 1일에 한한다. 단, 참가요강에서 특별히 정한 대회는 예외로 한다.
(2016년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7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 시 이미 진행된 예선경기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시상한다.
3. 결정된 순위는 국가대표선발 랭킹에 포함된다.
4. 단, 3항의 경우 개인종목이 남았을 경우 종목기록은 인정하되 랭킹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부칙
1.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신의 월드 스케이트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경기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2003.07.15 개정(제5차 이사회)
2003.09.27 개정(제6차 이사회)
2004.01.08 개정(제1차 이사회)
2004.10.25 개정(제3차 이사회)
2005.03.04 개정(제2차 이사회)
2005.04.22 개정(제3차 이사회)
2005.07.08 개정(제4차 이사회)
2005.12.02 개정(제6차 이사회)
2007.01.10 개정(2007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07.09.19 개정(2007년 제2차 이사회)
2007.10.02 개정(2007년 제3차 이사회)
2008.01.14 개정(2008년 제1차 이사회)
2008.03.18 개정(2008년 제2차 이사회)
2009.01.16 개정(2009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09.04.14 개정(2009년 제2차 이사회)
2010.01.12 개정(2010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1.01.25 개정(2011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2.01.16 개정(2012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3.07.19 개정(2013년 제5차 이사회(서면))
2014.01.06 개정(2014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4.05.24 개정(2014년 제1차 상임이사회)
2015.01.20 개정(2015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5.07.13 개정(2015년 제2차 이사회)
2016.01.22 개정(2016년 제1차 (결산)이사회)
2016.08.11 개정(2016년 제3차 이사회)
2018. 1.25 개정(2018년 제1차 (결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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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회운영 규정
1. 참가신청 후 대표자회의 시 참가선수가 기권을 할 경우 소속팀 감독자, 소속장(시도대항대회일 경우 소
속 연맹장)의 사유서와 함께 반드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경기 도중 부상으로 인한
기권자는 소속 감독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회 종료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장(시도대항대회의 경
우 소속 연맹장)의 사유서와 진단서를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선수는 차기 대회의 출전을 금한다.
2. 기권자가 다수일 경우는 조편성을 재편성하여 진행한다.(계주 포함)
3.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4. 출전선수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며, 경기 중 안전모를 고의로 벗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연습 시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 입장을 금한다.)
5. 출전선수는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하며, 트레이닝복과 일상 반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부를 제외하고
팔 없는 유니폼은 허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회사 유니폼이 아닌 소속팀의 유니폼만을 착용해야 된다. 일
반부(시․도․군청 및 실업팀)에 한하여 팔 없는 민소매 유니폼도 가능하며, 상기의 유니폼 규정의 범위 내
에서 복부가 드러나는 투피스 형태의 유니폼도 가능하다. 단, 유치부의 경우는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1년도 대회부터 적용)
경기 유니폼에 들어가는 광고의 개수는 제한이 없지만 양쪽 허벅지와 등판에는 반드시 한글로 소속팀
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영문 병기 가능) 경기 유니폼 내의 모든 광고의 크기는 각 위치의 소속팀 명
칭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12년도 대회부터 적용)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8년도부터 적용)
각종 전국대회 시 기존 단체종목(계주 및 추월) 외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같은 종목에 출전하는 같은
팀 선수는 반드시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해당 팀(단체종목의
경우)은 실격 처리한다.
(2017년 하나금융그룹 제2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6.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 결과 발표 또는 경기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
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일심)은 도착순위(the order of
arrival)와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한 것에 한하며, 어떠한 이의신청도 100,000원의 이의신청(일심) 비용
이 수반된다. 그러한 총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은 본 연맹의 수입이 된다.
일심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일심 결정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200,000
원의 이의신청(재심) 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본 연맹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의 경우 해
당 시도의 전무이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위의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는 참가
신청서 상에 등록된 해당 단체의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에게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자로
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2014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
7. 참가선수는 안전모의 좌우측과 왼쪽 허벅지에 번호표를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허벅지의 번호표 부착
위치는 판독기 위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배번호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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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또한 참가선수가 배번호를 접거나 훼손 또는 광고를 가리고 부착할 경우
적발된 경기를 포함하여 잔여경기 모두 실격 처리한다.
(2012년도 대회부터 적용)
8.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들것 등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실려 나가는 경우는 제외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 경기 중 경기장 트랙 안쪽 흰색 선을 넘어 경기장 가운데로 이동하거나 경기장 밖으
로 나가는 등의 경기 포기를 목적으로 라인침범을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이 경우에 따른 실격은 개인
경고 누적에 포함된다.(실격은 경고 2회로 간주한다.)
(2008년 제27회 전국남녀종별인라인롤러대회부터 적용)
9. 심판의 재량으로 스케이팅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하든가 스케이팅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부착물이나 라인포
인트 등을 건드릴 경우 1회는 경고 처리하며, 2회는 실격이다. 그러나 심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의 경우에도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단, 타임트라이얼 경기의 경우 실격 처리한다.
10. 경고의 누적은 같은 대회 같은 종목의 경우 2회 경고는 실격으로 간주하고, 같은 대회의 3회 경고는 종
목과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또한 경고 누적이 3회 이상일 경우 같은 대회의 잔여 종목(계주종목 제
외)에 참가할 수 없다.(실격은 경고 2회로 간주한다.)
단, 단체종목인 계주경기에서의 경고 누적은 개인종목 경기에서 받은 경고와는 별도로 적용한다.
(2008년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롤러대회부터 적용)
또한 스프린트 500m와 1,000m의 부정 출발 경고는 위의 일반 경고와 분리하여 적용한다. 이 경기에
서 부정 출발 시 경고가 부여되며, 해당 경기의 결승까지 누적된다.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한 경우 실격
되지만, 이로 인한 실격은 일반 경고누적에 따른 경고 2회로 처리하지 않는다.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11. 실격된 선수에게는 순위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빈 순위는 차순위자의 순위를 올리는 것으로
한다. 또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의 순위는 결승전 미진출자의 기록을 순서대로 하여 최고 기록
부터 최저 기록 순으로 하여 차순위자를 정하며, 그 이후의 순위도 준(준)결승전 미진출자의 기록을 최
고 기록부터 최저 기록 순으로 정렬하는 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2012년도 대회부터 적용)
12. 각 종목 출발선에서의 부정 출발은 개인 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2번째 부정출발 선수를 실격 처리하며,
출발선에서의 파울은 경고 횟수(누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초등부 200m 및 300m 스프린트를 포함
한 500m와 1,000m 스프린트 경기에서 부정 출발은 해당 경기의 결승전까지 누적되며, 2회 부정 출발
시 실격된다. 그러나 일반 경고와는 분리하여 적용되므로 이 실격을 경고 2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7년도부터 적용)
스프린트 200m, 300m, 500m 및 1,000m의 경우 선수가 모두 소집되었을 때 출발심판은 “제자리
(In Position)"라고 구령하여 선수들이 출발선에 자리할 수 있게 한다. 출발심판은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출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호총을 쏘거나 출발 구령을 내린다.
집단출발 경기의 경우 출발 신호는 선수들이 서로 출발선 뒤쪽 50㎝에 서 있을 때 한다. 출발심판은
두 개의 신호로 출발을 알린다. 먼저 “차렷(Attention)”이라고 구령하고, 그 뒤에 신호총을 쏘거나 출발
구령을 내린다.
스프린트 경기 및 집단출발 경기 시 출발선에서 200m 이내(트랙 1바퀴) 불가피하게 스케이트나 신체
접촉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넘어지거나 이로 인하여 여러 선수가 넘어지게 될 경우 출발심판
또는 심판장은 다시 출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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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적용)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13. 경기 중 가해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고, 실격,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4. T300m을 비롯한 모든 경기의 Finish Line은 동일하다. 단, 추월경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 상 방
해가 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 시 해당 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팀 및 해당 선수, 임원은 징계 처리한다.
또한 제외경기를 포함한 각 세부종목 경기 중 제외로 호명된 선수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기흐름을 방
해하거나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제외에 응하지 않는다고 심판장이 판단할 경우 심판장은 재량으로 해
당 선수 및 소속단체 지도자에게 징계를 부여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에게는 해당 대
회의 잔여경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그 대회가 당해연도의 마지막 대회인 경우 차기연도에 출
전하게 되는 첫 번째 대회의 1개 종목에 대하여 출전을 금지하도록 한다.
(2014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16. 마지막 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17. 개인종목 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18. 대회기간은 출전 인원수, 기상상태 및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19. 125m 트랙의 기록과 200m 트랙의 기록은 분리 관리한다.
20.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21. 스케이트는 최대 5개의 바퀴가 일렬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스케이트의 길이는 50cm를 초과할 수 없다.
바퀴의 최대 지름은 110mm를 초과할 수 없다.
(FIRS는 2016년 2월 1일부터 마라톤대회에 한하여 125mm 바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2. 집단출발경기(제외, 포인트 및 제외+포인트경기) 중 우천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할
경우 선두를 기준으로 5바퀴를 더 돌게 하여 선수들이 제자리를 잡게 한 뒤 확인된 바퀴수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적용)
심판장이 경기를 중단한 후 재출발을 선언할 때 그 경과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중단된 순간과 똑같
은 상황으로 재출발하도록 한다.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3. 스프린트와 계주종목의 예선경기 레인배정은 별도로 정한 레인배정표를 따른다. 단, 준(준)결승 및 결승
경기의 레인배정은 그 이전 경기의 기록 순에 따라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배치시키며, 특히 1,000m
스프린트 경기의 경우 참가인원에 따라 2열로 배치할 경우 두 번째 열은 서펀틴 방식으로 정렬시킨다.
집단출발경기(제외, 포인트 및 제외+포인트경기)의 경우 별도의 레인배정표에 따라 배치시키며, 서펀틴
방식으로 정렬시킨다. 이 경우 각 참가팀 또는 시도별 참가선수 2명 중 참가신청서 상 첫 번째 선수를
대상으로 먼저 별도의 레인배정표 순서대로 배치하고, 나머지 1명의 선수도 그 선수들에 이어서 이와 같
은 방법으로 배치한다. 1명만 출전한 경우 첫 번째 순서에 배치한다.
(2012년 7월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부터 적용)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레인배정표 작성 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 본 연맹 주최․ 주관의 전국대회, 코리아오픈과 같이
32

국가대표급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형식의 국제대회에서의 개최 시도에게는 1번 레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단, 국가대표선발전은 예외로 한다.
(2014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
스프린트 1,000m 경기 시 출발선 안쪽 가장자리와 가까운 첫 번째 칸은 비워두며, 각 열에 7명씩 선
수를 배치한다. 집단출발 경기의 경우에는 비워두는 칸 없이 각 열에 7명씩 선수를 배치한다.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4. 예선전, 준(준)결승전에서 상대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
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준(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
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25. 집단출발경기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 판독/계측장비를 통하여 1,000분의 1초
로 확인한 후 그래도 정확한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 이 선수 모두에게 동순위를 부여하며, 가나다 순
으로 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6. 심판부는 어드밴티지(구제)의 경우 결승 진출(등위) 범위 안에 있는 선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7. 경기 중 선수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판 및 의료진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경기장 안과 밖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선수가 넘어진 뒤 지도자가 의
도적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수가 고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심판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6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8. 등록선수가 대회 중 당해연도에 공인받지 않은 경기용품 또는 당해연도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기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해당 선수와 소속단체(팀) 지도자는 출전정지 1년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대한 검사는 공인위원회와 심판부의 협조 하에 실시하며, 대회 중 경기 전 및 경기 후 참
가선수 전부 또는 무작위 일부 선수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
각 팀 지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비공인 경기용품 사용에 따른 확실한 증거가 있
을 경우 도착순위에 따른 일반적인 이의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기 종료에 따라 심판장의 결과 발표 또는 기록결과 발표(또는 게시) 후 15분 이
내에 제출된 것으로 제한한다.
심판부 또는 경기위원회는 해당 대회 기간 중 이미 마친 경기에서 비공인 경기용품 사용을 최종적으로
적발 및 확인한 경우 위반 선수에 대하여 해당 대회에서 이미 참가한 경기와 참가 예정인 경기 모두 몰
수 처리한다. 또한 위와 같이 해당 선수와 소속단체(팀) 지도자에 대하여 각각 출전정지 1년의 제재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사후 적발은 해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016년도 제3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7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29.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연맹은 각 시도 선수단의 경기장 적응훈련을 위하여 대회 개
최 15일 전에 경기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2004년도 제3차 이사회 결정사항)
30. FIRS 스피드기술위원회(STC) 규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본 연맹 주최/주관의 모든 국내대회와 국
제대회 시 무전기 및 이어폰 착용은 금지된다.
31. 본 연맹은 대회의 주최권자로서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사진,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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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2015년도부터 국내규정에 적용)
32.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초등부 선수(등록선수 및 비등록선수 포함)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기 출전
시 3팩 보호대(무릎보호대[토시 착용 불가], 팔꿈치보호대, 장갑)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2014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
33. 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 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신
의 월드 스케이트(World Skate) 스피드기술위원회(STC) 스피드경기 규정을 따른다.

※ 본 연맹은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정규 수업 이수 의무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의무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 허용 가능) 및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 적용과 같은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경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
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학교장 확인서’를 접수토록
함에 따라 2018년도 3월 1일부터 개최되는 본 연맹 주최/주관의 전국대회 참가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
확인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장 305호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우05540))
※ 각 대회 참가를 위하여 사전에 대회 참가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2장

생활체육

제1절 경기 규정
제1조 경기종목
1. 중앙연맹 주최 대회(200m 트랙)
가. 유치부, 초등부 및 중등부
구 분
부 별

나이

성별

거리(m)

남

200

여

200

6세
유치부
남

400

여

400

7세

1학년

2학년

3학년

남

600

여

600

남

600

여

600

학년 구분

학년 구분
남

800

여

800

남

800

여

800

학년 구분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부

학년 구분
남

1,000

여

1,000

남

1,000

여

1,000

남

1,000

여

1,000

학년 구분

학년 구분

1~3학년

※ 대회 성격 및 참가요강, 경기장 형태 등에 따라 참가종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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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인부
구 분
부 별

나이

성별

거리(m)

남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1,400

고등부~29세
여

1,000

남

1,000

여

600

1,000

남

600

1,000

여

600

1,000

골든부

2,000

40세~49세

남
실버부

2,000

30세~39세

800

1,400

50세~59세
여

1,000

남

1,000

60세~69세
여

슈퍼골든부

70세~

최강전

최강전
(중등부 이상)

600

남

1,000

남

1,400

여

1,000

남
계주

2,400

규정 참조
여

1,800

※ 대회 성격 및 참가요강, 경기장 형태 등에 따라 참가종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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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기방법(200m 트랙 기준)
1. 개인 타임트라이얼(트랙 T300m)
가. 1조 1인으로 경기하며, 결승선을 지나는 시간을 계측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나. 타임트라이얼경기의 경우 대시라인(점선)은 출발선에서 50㎝ 떨어진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선수는 출
발선과 대시라인 안에 적어도 한 발이 경기코스의 바닥에 있어야 한다. 모든 바퀴는 경기코스와 접촉
한 상태여야 한다.
다.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동안 스케이트는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는 경기코스와 접촉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스케이트는 굴릴 수 있지만 뒤 선(대시라인)에 닿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
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허용된다.
라. 출발심판은 선수에게 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경기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15초가 선수에게 주
어진다. 이 시간 안에 출발하지 않을 경우 부정출발이 선언되고, 이 선수는 경고 1회를 받게 된다. 또
한 심판의 명령에 따라 위의 ‘나’항 및 ‘다’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출발시킬 수 있다. 이때 부정
출발이 선언되고, 이 선수는 경고 1회를 받게 된다. 경고가 2회일 경우 실격된다.
마. 모든 타임트라이얼경기는 횟수 카운팅 없이(1로 그대로 놓아둠) 종을 치는 것으로 신호한다. 대회의
참가요강에 따라 예선전을 동반할 경우 상위기록 6명이 결승에 진출한다.
바. 2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기록이 나올 경우 순위결정을 위하여 해당 선수들은 재경기를 실시한다.
사. 선수가 타임트라이얼경기를 하는데 있어 출발선에서 출발한 직후부터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스케이
트가 경기장 안쪽 가장자리 라인을 넘어 스케이팅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하든가 스케이팅금지구역을 표
시하는 부착물이나 라인포인트 등을 건드릴 경우 실격처리 한다.

2. 유치부 및 초등부 단거리(200m ~ 6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6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7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
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3위(6명)

3조

-

각 조 2위(6명)

4조

각 조 3위(12명)

각 조 3위(6명)

예선조

3. 초등부 중거리(800m ~ 1,0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7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8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
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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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3위(6명)

3조

-

각 조 2위(6명)

4조

각 조 3위(12명)

각 조 3위(6명)

예선조

4. 성인부 단거리(6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6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7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
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3위(6명)

3조

-

각 조 2위(6명)

4조

각 조 3위(12명)

각 조 3위(6명)

예선조

5. 성인부 중거리(800m ~ 1,4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7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8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
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3위(6명)

3조

-

각 조 2위(6명)

4조

각 조 3위(12명)

각 조 3위(6명)

예선조

6. 성인부 장거리(2,000m)
가. 예선전 경기인원은 최대 15명까지 할 수 있다. 단, 전체 참가인원이 16명인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나. 예선 조별 진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기

준결승 진출 인원

결승 출전 인원

2조

-

각 조 3위(6명)

3조

-

각 조 3위(9명)

예선조

4조

각 조 3위(12명)

다. 최강전의 예선 조편성, 준결승 진출 및 결승인원은 본 연맹 또는 경기위원회가 대회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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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인트경기
가. 코스의 매 일정 지점 이후 각각의 선수에게 점수를 준다. 마지막 바퀴에는 더 큰 점수가 주어진다. 전
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된다.
나.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다. 심판장은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포인트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각 포인트 바퀴에서 1등, 2등에게 각각 2점, 1점을 주며, 마지막 바퀴에서는 1등, 2등 및 3등에게 각
각 3점, 2점 및 1점을 준다.
마. 1위에게 추월(혹은 추월가능성) 당하면 제외되며, 제외된 선수는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제외 역순으
로 순위를 계승한다.
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의 점수가 같을 경우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순위를 정한다.
사. 기타 세부 경기방법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8. 제외경기
가. 코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지점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를 바로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나.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다. 심판장은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제외 횟수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 제외요령은 회수심판이 한 바퀴 전에 종을 쳐줌으로써 알려주고 다음 바퀴에 제외시킨다.
마. 제외 전 선수가 실격을 당하게 되면 그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제외가 없다.(만일 두 선수 이상이 실격
을 당하게 되면 그 수만큼 제외가 없게 된다.)
바. 마지막 바퀴의 등위결정은 지면에 닿은 스케이트의 앞발(앞바퀴) 기준으로 한다.
사. 심판장(부재 시 상급심판)은 제외 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아. 기타 세부 경기방법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9. 제외+포인트경기
가. 이 경기는 제외 경기와 포인트 경기가 합쳐진 것으로, 일정 바퀴에 마지막 선수(들)는(은) 제외시키고,
선두 2명의 선수에게는 점수를 주는 것이다. 이 경기의 승자는 경기를 다 마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
득한 선수이다.
나. 출전선수 인원에 상관없이 바로 결승전을 실시한다.
다. 심판장은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제외+포인트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종을 친 다음 바퀴는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 바퀴에는 제외를 시킨다.
마. 각 포인트 횟수마다 1등, 2등에게 각각 2점, 1점을 주며, 마지막 바퀴에서는 1등, 2등 및 3등에게 각
각 3점, 2점 및 1점을 준다.
바. 제외된 선수는 그 순간까지 획득한 점수를 잃게 된다.
사.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의 점수가 같을 경우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순위를 정한다.
아. 심판장(부재 시 상급심판)은 제외 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 기타 세부 경기방법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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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주경기
가. 한 팀은 3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한다. 팀 구성인원은 대회 참가요강을 따른다.
나. 한 팀의 선수는 같은 경기복을 입어야 하며, 경기복이 통일되지 않은 팀은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다. 두 팀의 경기복이 유사할 경우 심판장은 추첨으로 두 팀 중 한 팀의 유니폼을 바꾸도록 주문할 수 있다.
라. 팀당 남녀 각각 1개 팀만 인정한다.
마. 예선전은 최대 3개팀으로 하며,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바. 결승진출팀은 예선전 기록 상위 3개팀으로 한다. 단, 전체 참가팀이 4개일 경우 예선전 없이 바로 결
승전을 실시한다.
사. 4위~5위는 예선전 기록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아. 남녀 각 1명의 예비선수를 둘 수 있으며,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자. 계주 경기의 터치(교대) 및 터치 존(교대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터치(교대)는 도착하는 선수가 출발하는 선수의 뒤쪽을 양 손으로 밀어주는 방식 외 툭 치거나 잡
아당기는 방식도 가능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팀은
실격 당한다.
(2) 200m 트랙에서는 1인이 1바퀴씩 활주하며, 매 바퀴마다 터치가 이루어진다.
(3) 트랙에서의 교대 구역은 코너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직선주로 맨 마지막에서 끝난다.
(4) 터치(교대)는 터치 존(교대 구역) 안쪽에서 시작하여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팀은 실격
당한다.
(5) 교대하는 선수가 교대 구역에 들어갔지만 팀 동료에게 교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팀은 실격 당
한다.
(6) 선수의 두 번째 스케이트의 마지막 부분이 교대 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흰 색 선을 완전히 통과하였
을 때 이 선수가 교대 구역에 들어갔다고 간주한다.
(7) 첫 번째 스케이트의 앞부분이 교대 구역의 끝을 알리는 선을 넘어갔을 때 이 선수가 교대 구역을
빠져 나갔다고 간주한다.
차. 한 선수가 실격 당할 행위를 한다면 그 팀은 실격 당한다.
카. 성인부와 동반된 계주경기에는 초등부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11. 추월경기
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 참가요강에 따라 3명~4명으로 한다.
나. 2개팀이 한 조로 편성되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동시에 출발하여 기록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 출전선수가 3명일 경우 2번째 선수의 기록을 그 팀의 기록으로 인정한다.
(2) 출전선수가 4명일 경우 3번째 선수의 기록을 그 팀의 기록으로 인정한다.
(3) 참가팀이 홀수일 경우 부전승 진출팀은 대진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선두팀에 따라 잡혀도 제외 없이 끝까지 경기를 마치도록 하며, 따라잡힌 팀은 앞선 팀의 주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아웃코스로 비켜주어야 한다.

12. 로드트랙 경기
가. 트랙에서의 거리와 경기형태에 따른 세부경기가 로드트랙에서도 개최된다.
나. 각 세부경기의 방법 및 진행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회 참가요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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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경기
가. 종목 활성화와 대회 성격에 따라서 이벤트경기 등과 같이 별도의 경기를 신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은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제3조 우천 시 경기진행
1. 우천 시에는 심판장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지 및 지연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다.
2. 우천으로 인한 경기 및 대회의 취소 또는 연기는 오직 주최/주관 측에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심판장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진행된 경기는 인정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생활체육종목(추첨 포함)으로 전환하여 경기를 속
개할 수 있다.
5. 우천 시 생활체육종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종목

개인전

계주

① 제자리멀리뛰기

① 단체줄넘기

② 기타(추첨포함)

② 기타(추첨포함)

③ 제비뽑기 중 택 1일

③ 제비뽑기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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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회운영 규정
제1조 경기의 방향
트랙 또는 로드의 폐쇄순환코스의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의 왼손은 트랙이나 로드의 안쪽 경계선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의 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조 참가자격 일반 조건
1.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롤러스포츠연맹에 가입된 회원
2.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전문체육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및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선수로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람
4. 각 대회의 성격에 따라 참가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른다.

제3조 연령 구분
구분

부별

연령 구분

미취학 아동

유치부(6세, 7세)

미취학 아동

초등부

1~6학년(학년별)

학년 구분

중등부

중등부(학년 통합)

1~3학년

청년부

고등부~29세 이하

장년부

30세~39세

중년부

40세~49세

실버부

50세~59세

골든부

60세~69세

슈퍼골든부

70세 이상

학생부

성인부

남자 계주(성인)

(제한 없음 2명)+(중년부 이상 2명) :: 유치부·초등부 제외

여자 계주(성인)

(제한 없음 2명)+(중년부 이상 1명) :: 유치부·초등부 제외

남자 계주(초등부)

학년 구분 없이 3~4인으로 구성

여자 계주(초등부)

학년 구분 없이 3~4인으로 구성

※ 성인부는 주민등록상 생년을 기준, 학생부는 학년(학생증)을 기준
※ 고등부는 청년부에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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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합배점표
1. 시·도연맹 대항전 및 시·군·구연맹(또는 클럽) 대항전 등 종합순위를 정하는 대회의 경우 개인 및 계주
종목의 성적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가린다. 종목별 점수는 팀별 최상위 1명의 점수만 인정
한다.(중복점수 제외)
순위배점
종별

성별

거리

-

1위

2위

3위

4위

5위

5

4

3

2

1

8

6

4

2

1

유치부

남/여

학생부

남/여

성인부 및 최강전

남/여

-

10

8

6

4

2

계주

남/여

-

20

16

12

8

4

2. 참가선수의 인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점수를 배점한다. 단, 참가점수의 최고점수는 경쟁종목의 최고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인원

28명
이상

27명
~25명

24명
~22명

21명
~19명

18명
~16명

15명
~13명

12명
~10명

9명
~7명

6명
~4명

3명
이하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 각 대회의 성격에 따라 배점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른다.

제5조 출발 조건
1. 출발신호는 호각 또는 신호총(전자총 또는 화약총 모두 포함)으로 할 수 있다.
2. 선수들은 소집심판으로부터 매 경기의 출발선 순서를 전달받는다.
3. 출발 신호는 선수들이 서로 출발선 뒤쪽 50cm에 서 있을 때 한다.
4. 선수들은 대략 50cm 간격으로 열을 맞추고 출발선 뒤에 서 있는다. 출발심판은 두 개의 신호로 출발을
알린다. 먼저 “차렷(attention)”이라고 구령하고, 그 뒤에 신호총을 발사한다.
5. 다음의 경우 심판장 또는 출발심판의 요구에 따라 재출발 한다.
가. 주변상황으로 인하여 선수가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을 때
나. 타임트라이얼 경기에서 기계결함이나 본인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인하여 선수가 넘어질 때
다. 출발 후 1코너와 2코너 중간지점 이내에 타 선수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 2회까지 재출발
실시하며, 3회부터는 반칙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만 재출발한다.
라. 타 선수와의 접촉 없이 혼자 넘어졌을 경우와 고의로 넘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출발하지 않는다.
6. 선수가 신호총이 울리기 전에 움직이거나 출발하면 부정출발로 신호한다. 출발은 취소되며 해당 선수는
부정출발로 경고를 받는다. 각 종목 출발선에서의 부정출발은 개인 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2번째 부정출
발 선수를 실격 처리한다. 단, 출발선에서의 파울은 경고 횟수(누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회 재출발, 2회부터 실격 처리)
7. 유치부 및 피트니스부를 동반하는 대회의 경우 별도의 출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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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로 다른 유형의 경기에서의 결승선 판정
1. 집단출발경기(제외, 포인트, 계주 등등), 예선전, 팀 타임 트라이얼 및 시각을 다투는 경기에 있어서 선
수의 순위는 결승선을 통과한 첫 번째 스케이트의 맨 앞바퀴 제일 앞부분의 시간으로 결정한다.
2. 결승선에서 앞선 스케이트는 지면에 접촉해 있어야 한다. 만일 첫 스케이트가 지면에 접촉해 있지 않으
면, 뒷 스케이트의 맨 앞바퀴 제일 앞부분의 시간으로 결정한다.
3. 만일 결승선에서 넘어져서 선수가 지면에 스케이트가 모두 닿지 않은 상태로 결승선을 통과하면 두 번째
스케이트의 맨 앞바퀴 첫 지점으로 결정한다.
4. 제외경기에서 제외는 결승선을 통과(지면에 접촉하든 그렇지 않든)하는 마지막 스케이트의 끝부분으로
정한다.

제7조 팩에 의하여 한 바퀴 뒤쳐진 선수의 순위
1. 트랙이나 폐쇄로드순환의 집단출발경기에서 팩에 의하여 한 바퀴 뒤쳐졌거나 뒤쳐지려고 하는 선수 또는
경기에 방해가 되는 선수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한 바퀴 뒤쳐졌거나 밖으로 내보내진 선수는 그 경
기에서 제외되었던 역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2. 제외되지 않은 선수는 남은 거리를 완주해야 한다. 완주하지 않거나 경기를 포기(기권)하면서 경기코스
를 퇴장할 경우 실격 처리되며, 실격된 선수에게는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제8조 집단출발 경기의 동순위
집단출발경기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 판독/계측장비를 통하여 1,000분의 1초로
확인한 후 그래도 정확한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 이 선수 모두에게 동순위를 부여하며, 가나다 순으로 기
록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제9조 방해
1. 그 경기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후속 주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곡선이나 옆으로 벗어나지 않
고 똑바른 길로 계속 가야 한다. 마지막 직선주로 상에서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순위감소 되어 방해
를 받은 선수의 다음 순위가 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가 다른 선수를 밀거나 그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선수를 끌어주
거나 밀거나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금지된다.
3. 트랙이나 로드폐쇄순환 경기대회에서 한 바퀴 뒤쳐져 추월된 선수는 다른 선수가 자기를 추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선수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배번호
1. 참가선수는 헬멧의 좌우측과 왼쪽 허벅지에 배번호를 잘 보이도록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배번호의 개수나 부착 위치는 대회 성격 및 계측장비의 위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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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배번호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또한 참가선
수가 배번호를 접거나 훼손 또는 광고를 가리고 부착할 경우 적발된 경기를 포함하여 잔여경기 모두 실
격 처리한다.

제11조 스케이트
1. 스케이트는 최대 다섯(5) 개의 바퀴가 일렬로 고정되어 있거나 두 쌍의 바퀴가 서로 평행으로 고정된
것만 허용된다.
2. 스케이트의 길이는 오십(5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발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고 바퀴로부터 축이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3. 스케이트와 바퀴는 선수와 경기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바퀴의 최소 및 최대지름은 대회 참가요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피트니스 인라인스케이트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형태의 4륜 스케이트를 말하며, 트레이닝급 인라인스
케이트는 레이싱 스케이트에 속한다. 단, 피트니스 인라인스케이트의 장비를 개조한 경우 피트니스부로
참가할 수 없다.(레이싱부로 참가)

제12조 경기복
1. 경기복은 다른 참가선수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석은 심판장이 내린다.
2. 같은 소속의 참가자는 가능한 일치된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선수들은

경기

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단체전에서 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일치된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경기복 내의 광고 개수 및 크기는 제한이 없다.

제13조 헬멧, 보호대 및 기타
1. 헬멧이나 보호대 등은 검증을 받은 견고한 장비이어야 한다.
2. 집단출발경기 시 헬멧은 일반적인 형태로 돌출부나 끄트머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타임트라이얼 경기 시에는 끄트머리가 달려있는 얼굴윤곽 형태의 헤드기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헬멧은 제조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머리에 잘 고정시켜야 한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며, 경기 중 헬멧을 고의로 벗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연습
시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장 입장을 금한다.)
6. 유치부, 초등부 및 중등부의 경우 헬멧과 함께 3팩 보호대(무릎/손목/팔꿈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7. 무선장치와 이어폰 착용은 금지한다.
8. 참가자와 경기의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타 장비(반지, 시계, 팔찌, 목걸이 및 영상촬영 장비
등) 착용에 대한 해석은 대회의 성격, 경기의 형태 및 참가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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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수의 소집
1. 소집장소에는 참가선수만이 입장할 수 있다.
2. 모든 참가선수는 자신의 경기번호를 숙지한 후 경기일정에 맞추어 소집장소로 미리 집결한다.
3. 자신의 건강상태 및 각종 장비 착용상태를 스스로 점검한 후에 소집장소로 집결한다.
4. 소집장소에서는 소집심판으로부터 선수 본인 및 참가여부를 확인받고, 출발선 순서를 배정받는다.
5. 경기장에는 소집심판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다.

제15조 제재
1. 경고
가. 경고는 순위감소 혹은 실격에 선행해서 이루어진다.
나. 단체종목인 계주경기에서의 경고 누적은 개인종목 경기에서 받은 경고와는 별도로 적용한다.
다. 심판의 재량으로 스케이팅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하든가 스케이팅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부착물이나 라인
포인트 등을 건드릴 경우 1회는 경고 처리하며, 2회는 실격이다. 그러나 심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1회의 경우에도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단, 타임트라이얼 경기의 경우 실격 처리한다.
라. 출발선에서의 파울은 경고 횟수(누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순위감소
가. 경기 중 특히 종반전에서 선수가 한 명 또는 몇 명의 상대 선수에게 과실을 저지르면 심판장의 결정에
따라 순위가 감소될 수 있다.
나. 제외경기의 제외 스프린트 중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장은 결승선을 맨 마지막으로 지난
선수를 대신하여 이 선수를 제외시킴으로써 순위감소 할 수 있다.
다. 포인트경기의 포인트 스프린트 중 선수가 과실을 범했을 경우 심판장은 도착 순서나 점수 배정을 변경
함으로써 순위감소 할 수 있다.
3. 실격
가. 경고 누적은 같은 대회 같은 종목의 경우 2회 경고는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심각한 위반의 경우 심판의 해석에 따라 경고 없이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 부별 참가 위반은 실격 처리한다.

제16조 이의신청
1.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 결과 발표 또는 경기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
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때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비용 10만원과 함께 운영본부 또는 경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본부 또는 경기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서(1심)를 심판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한다. 이의신청비
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본 연맹의 수입이 된다.
4. 심판장의 결정사항(1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일심 결정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200,000
원의 이의신청(재심) 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운영본부 또는 경기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와 심판부는 해당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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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할 수 없다.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시·도연맹 대항전의 경우 시·도의 전무이사(사무국장) 또는 그로부
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위의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는 참가신청 상에 등록된 해당 단체의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에게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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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반 규칙
1.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표자회의는 참가요강에 따라 대회 전 또는 대회 당일 개최하며, 심판장은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에 관계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
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받지 않는다.
2.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3. 기권자가 다수일 경우라도 별도의 조편성을 하지 않는다.
4.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5. 마지막 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6.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 상 방
해가 될 경우 심판부는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대회 중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 해
당 선수(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팀)는(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필요할 경
우 본 연맹은 소속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8. 예선전, 준결승전에서 상대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출 가능성
을 감안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9. 선수는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한다.
10. 선수가 넘어진 경우, 여전히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없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실격된다.
11. 선수는 트레이너나 코치에게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트를 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케이트나 수선을 위한 도구를 받을 수만 있다.
12. 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한다.
13. 모든 선수들은 공정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기를 하
고자 하는 면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그 경기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14. 오픈 순환로드(개방순환도로)에서 집단출발경기를 할 때에도 선수들은 위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의
중앙을 넘어설 수 없고 항상 오른쪽 주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선수들은 주최/주관 측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5. 대회 및 행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16. 본 연맹은 대회의 주최권자로서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선수 및 참가자의 사진,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7. 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
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 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롤러스포
츠연맹 경기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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