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십분씩 반을 플레이 합니다. 첫번째 반을 플레이하고 
팀 위치를 교체합니다.
총 20분동안 경기를 하고 점수를 많이 얻은 팀이 승리를
합니다.

경기 전체 시간에 무승부인 경우 3분의 추가 시간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추가시간에 득점을 해도 되고, Golden goal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추가시간에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패널티 슛 5회)로
승부를 결정 지을수 있습니다.

선플레이어를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져 결정을 짓고,
어느 쪽에서 시작할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 위치를 종간 라인의 측면에 선수를 배치
합니다.
킥오프 위치를 정했으면 공격수를 중앙 원안에 배치를 

하고, 상대 플레이어는 킥오프 동안 원안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팀 지역내로 공을 튕길수 있다. 만약 상대선수에게 
공이 닿지 않는다면 계속 공격한다.

공격 중일때 공을 드리블 및 패스하여 공의 소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수들이 공과 접촉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격자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닿게 하면 계속 공격 할수 있습
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격권은 바뀌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공격자는 최대 연속 세 번에 같은 선수와 함께 공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공을 차던 선수가 다시 공을 찰려면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만 합니다.

공격자가 패스를 할 때는 공을 받는 공격수에 닿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 공격권을 잃습니다.
 1.공격수가 공에 닿지 않는 경우
 2.공격하던 공이 상대 선수에게 닿는 경우
 3.공이 외곽선을 넘는 경우
 4.공격수의 선수 중 하나가 파울을 범하는 경우
 5.골을 넣은 경우

공격권을 잃으면 상대편이 공격권을 가지고 수비를 해야
합니다.
공격선수가 외곽선을 넘는 경우 나간시점의 외관선에 선수
를 다시 배치하고 플레이 합니다.

공격자가 공격하던 중 수비수는 공격자와 공사이에 경로를
차단 할수 있습니다.

수비를 하는 플레이어는 공격자가가 공격수를 튕긴후에 
수비수를 튕길수 있습니다.
수비수를 튕길때 상대 선수나 공에 닿으면 파울이 됩니다.

공격하는 플레이어는 수비를 하는 플레이어가 튕길기도록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수비수는 빨리 수비를 해야합니다.

공격자는 볼이 슛라인과 골라인 사이에 있을때 슛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득점이 인정 되지 않으며 경기는 간접 프리
킥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골인의 인정은 공의 전체가 골라인을 통과 해야만 합니다.
한부분이라도 선에 걸리면 안됩니다.
공격수가 슛하는 동안에는 수비자가 골키퍼를 준비할 시간
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골인 후에는 킥오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공격수
공격수는 중앙 원으로 부터 상대편 지역내에 4번의 튕길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수비수
수비수는 중앙센터 지역을 제외하고 방어진영에서 2번의
튕길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서브부테오는 선수들을 튕겨서 공을 차야만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손을 지지하기 위해 엄지 손가락을 쓰거나 손의
일부분이나 엄지손가락을 사용 할수 없습니다.이것은 파울입니다.
(핸드볼)

왼쪽 또는 오른쪽의 베이스를
튕기면 앞에 있는 상대선수를 
피해서 그 주위로 튕겨저 나갈
수 있습니다.

볼을 쳐내기 위해 골키퍼를 조종할 수 
있다.
골을 막기 위해 골키퍼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상대편이 공을 차서 수비수의 골라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수비
수가 공을 터치 한다면 그것은 코너킥입니다.

공은 코너 지점에 위치합니다.
공을 차는 선수하나를 집어서 공을 찰 준비를 합니다.

플레이어 들은 좋은 위치를 잡기위해 3번의 선수배치를
위해 튕길수 있습니다.
코너킥을 하는 선수는 다른 선수가 공에 닿을 때까지 다시
공을 찰 수는 없습니다.

공격자가 상대편 골라인(골인이 아닌경우) 넘으로 공을 
차면 공권을 잃고 수비수가 공격권을 가지면서 골킥을 
합니다. 

볼은 6마당 라인위에 놓습니다. 

골킥을 하기 전에 선수중 하나를 튕길수 있습니다.
수비수도 같은 횟수로 선수를 튕길수 있습니다.

핸들이 있는 골키퍼로 공을 찰수도 있고, 여분의 
골키퍼를 사용해서 공을 찰수도 있습니다.(이때 차고
나서 사이드라인 밖에 돌려 놓습니다.)

만약 사이드 라인 넘어서 볼이 나갔다면 마지막 볼을 터치한 플레
이어는 수비수가 되고, 상대 플레이어는 공격수가 되고 쓰로우인
을 가집니다.

볼이 사이드라인에서 나간지점에 볼을 위치합니다.
공격수는 쓰로인을 위해 공격수중 하나를 볼가까이 위치시킵니
다.

쓰로인을 할때 쓰로인을 하는 선수 외에 각 플레이어들은 각
각선수 하나씩 쓰로인을 위해 좋은 위치에 튕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준비가 되면 쓰로인을 위해 선수를 튕겨 공을 
경기장 안으로 보냅니다.
쓰로인을 한 선수는 다시 공을 찰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다시
공을 패스를 받아야만 공을 찰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파울을 범하면 프리킥을 가집니다.

위법행위: 허용된 튕김 수 보다 넘거나 허용되지 않는 튕김을 했을때. -간접프리킥

공이손에 닿을때:공이 손에 닿을때(선수들을 재위치 할때는 재외)나 튕김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 공을 튕길때 - 간접프리킥

오프사이드:오프사이드 룰을 보시오 - 간접프리킥
방해:공격권이 아닌 플레이어가 공을 찼을때.

슛팅지역에서 파울:직접프리킥
패널티지역에서:패널티킥
플레이지역 어느곳:간접프리킥

공격선수가 상대편 골라인 안에 최소 2명의 수비수(골키퍼 포함)사이에 슛을
위해 공격수가 있는곳에 패스를 한다면 그것은 오프사이드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격수가 수비수 하프라인 안에서 패스 할때만 적용이 됩니다. 패스를 위해 쓰로
인이나 코너킥, 골킥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비수 쪽에서 ‘오프사이드’를 외치면 공격수는 하나 또는 둘의 오프사이내
에 있는 선수를 정위치로 튕겨야 합니다. 이때 수비는 공격수가 튕긴 횟수 만큼 
수비수를 방어위치로 튕길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사이드인데 이미 튕겼다면 공격수는 공격을 멈추고 공을 찬 지점에서 
수비수가 간접프리킥을 하면서 공격권을 가집니다.

프리킥은 파울을 범했을때 주어집니다. 프리킥에는 간접과 직접프리킥이 있습니다.
직접프리킥:직접프리킥을 하는 선수는 골인을 위해 공을 찰수 있습니다.
간접프리킥:골인을 하기 전에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만 합니다.

볼을 파울이 일어난 지점에 위치 합니다.
공격수는 공을 차기 위해 한 선수를 집어서 위치시킵니다.

수비수는 최소 9cm 떨어진 곳에 수비수를 집어서 배치할수 있습니다.

각각 플레이어들은 각각 두 선수를 좋은 위치에 튕겨서 위치시킬수 있습니다.

수비수가 방어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주면 공격수는 공을 차기 위해 선수를
튕깁니다.

공은 패널티 점에 위치 합니다.
공격수는 선수중 하나를 집어서 공뒤에 위치 시킵니다.

모든 공격수들은(골키퍼제외) 패널티 지역 밖같으로 옴직입니다.

수비수가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하면 공격수가 공을 찹니다.
골키퍼는 공격수가 튕겨질때까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전후반 20분의 경기가 끝나고 추가시간 전후반6분이 지날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승부차기를
합니다.
선공격을 위해 동전으로 결정합니다. 각각플레이어들은 승부차기를 위한 선수 5명을 골라 둡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경기장 밖으로 다 내보내고 해당 선수들만 패널티 지역 원안으로 위치시킵니다.
각각 한번씩 승부차기를 하고 승부차기를 끝낸 선수는 경기장 밖에로 보냅니다. 모든 선수가 공을 차고 
나면 골수로 승부를 가립니다.
만약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위의 패널티 슛처럼 각각 골을 넣을때 까지 반복을 합니다. 골을 먼저만약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위의 패널티 슛처럼 각각 골을 넣을때 까지 반복을 합니다.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