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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에서 개최
된 2022 European Lacrosse Qualifier 대회에 한국 라크로스 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제 심판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라크로스를 즐기고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라크로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폴란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후기를 전달
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월드챔피언십과 대륙 예선
World Lacrosse(이하 국제라크로스 연맹)는 4년 주기로 5개의 국제 대회(남/여 성인,
남/여 U-20, 박스[실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uropean Lacrosse Qualifier(이하
유로 퀄리파이)는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3 Men`s
World Championship 대회(이하 월드 챔피언십) 참가 티켓을 걸고 진행된 유럽 대륙
의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2018 월드 챔피언십 순위 기준, 유럽 대륙에 속한 상위 팀 영국(5위), 이스라엘(7위), 독일(9위), 스코틀랜드
(11위), 아일랜드(12위)는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자동 획득

2023 월드 챔피언십부터는 참가국이 30개국으로 제한됨에 따라 유럽 대륙에는 총 16개
의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5개 국가를 제외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22개
국가 중 단 11개 국가만이 샌디에이고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ㆍ환태평양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회원국이 적어 총 6개
의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중 호주(4위)와 일본(6위)을 제외한 6개 국가(대한민국,
중국,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홍콩)가 남은 4장의 샌디에이고 직행 티켓을 따기 위한
혈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티켓 획득을 위한 2022 Asia Pacific Lacrosse Qualifier는
2022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
의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는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제 심판 파견
이번 파견은 유럽 라크로스 연맹에서 대륙 간 심판 교류를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 심판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며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2017 아시아ㆍ환태평양 라크로스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
로, 2018, 2019 한일 청소년대표 정기교류전, 2019 아시아ㆍ
환태평양 라크로스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 심판으로 활동했습
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더욱이 성인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대회에 국제 심판으로 활동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심판 커리어로 보면 제게 이번 대회는 첫 유럽 및 아시아 외
지역에서 국제 심판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파견을 주관하는 아시아 환태평양 라크로스 연맹의 심판부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저의 열정을 높게 사 이번 대회 파견을
확정했습니다.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한국
라크로스 협회에서 왕복 항공권을, ELF(European
Lacrosse Federation)로부터는 숙소를 지원 받아 부담을
덜고 파견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으로서

1) 시합에 임하는 심판의 마인드
심판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Safety, Fairness, Supporter입니다. 선수들의
안전(Safety)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정에 의해 경기가 공정
(Fairness)하게 진행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필드 위에서 경기가 잘 흘러가게 돕는 조력자(Supporter)라고
생각하며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컨트롤하는 사령관
(Commander)이 되지말자'라는 말을 되뇌이며 경기에 임합
니다.
2) 정규 국제 심판 구성
정규 경기에는 본래 5명의 심판이 하나의 크루로 활동합니다.
우선 경기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며 리더 역할을 하는 주심은
HOF(Head Official)라고 부르며, 주심을 보조하는 2명의
필드 심판은 O1, O2(Official 1,2)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총 3명의 심판이 필드에서 활동합니다.
나머지 2명의 심판 중 벤치에서 페널티, 스코어, 선수교체 등
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심판은 CBO(Chief Bench Official)
라고 부릅니다. 페널티를 주고 휘슬을 부를 순 없지만 CBO를
보조하며 필드 심판이 부상을 입었을 때 대신 투입될 준비를
하는 예비 심판은 벤치 매니저라고 부르며, 총 5명의 필드와
벤치 심판이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심판으로 활동합니다.

3) Team Zebra
국제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게 되면 ‘Team Zebra’라고
불리는 심판 팀에 소속됩니다. 심판 팀은 세 개의(Official,
RIC Crew, Official Coach)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경기장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는 Official, 심판 관련 각종 행정
업무 및 경기 배정을 담당하는 RIC(Referee in chief) Crew,
심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전후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Official Coach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각 경기당 4명의 심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4
명의 심판들을 하나의 크루라고 부르며, 경기 배정 후 경기 전
미팅, 경기, 경기 후 미팅, 식사 등을 같이하며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4) 국제 심판의 문화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느낀 장점들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의
크루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대회
에 가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온 심판들을 만납니다.
언어, 문화, 경력, 국가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라크로스 경기
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공통
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실 저는 대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선
연간 개최되는 10 대 10 정규 경기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심판
이 부족해 주로 2심제로 활동하니 벤치를 관리하는 심판인
CBO(Chief Bench Official)를 포함한 4심제로 활동할 기회
를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개정된
규정과 심판 포지셔닝의 변화가 필드 위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좋은 동료들과 코치들이 ‘경기를 즐기고, 동료
들을 믿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과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절
이끌어줬습니다. 덕분에 대회 중반부터는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필드 위에서 눈빛만 봐도, 이름만 불러도, 시그
널만 봐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자칫 엉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기를 한 팀으로 이끌어 무사히 마쳤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크루로 활동하며 만족과 보람을 느낀 순간은 너무나도 많지만,
몇 가지 꼽자면 경기가 끝난 후 각 팀 코치들이 다가와 ‘좋은
경기였다, 심판들의 경기 운영이 깔끔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리고 경기 후 미팅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팀워크로 경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코멘트를 남기며
함께 맥주 한잔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보람찬 순간입니다.
5) 국내 심판 실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규 경기에는 5명의 심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남자 심판은 10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 7~8명은 선수를 병행하고 있습
니다. 심판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최소 인원 구성인 2심제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2명의 심판이 필드 내 상황(각종 파울) 및 필드 밖 상황(교체,
페널티, 시간 관리)까지 모두 커버합니다. 심판으로서 경기 중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수없이 많고, 집중을 요구하지만, 선수
로 경기를 뛰고 난 후 바로 게임에 투입되니 심판으로서 집중
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크로스의 발전과 선수들이 라크로스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심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바뀐 규정 & 유념해야 하는 파울에 대하여
World Lacrosse 규정은 2021.05.01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참가한
국제대회는 전무하며 국내 대회도 2차례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심판부에서는 새로운 룰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적용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U-21 남자 국가대표팀 월드챔피언십 참가, 10월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 Qualifier 참가로 인해 새로운 룰에 적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변경 된 규정과 2022 European Qualifier 참가 팀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규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Game Time: 경기 시간 중 1, 2, 3쿼터 마지막 30초, 4쿼터 마지막 2분은 스탑 타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uick Restart: 심판은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선수들이 준비되면 경기 재개 휘슬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심판들이 이제
경기 재개 전 “5 yard(4.57m) 물러나세요”를 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Out of bound, Chase, Loose ball foul 이후
경기 재개 휘슬이 불릴 때 공격수가 공을 가진 위치를 기준으로 5 yard(4.57m) 이내에서 수비수가 곧장 수비 하는 경우 30초
퇴장을 받는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집 37.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nalty Time Release & Substitution: 과거 규정은 페널티 타임이 약 5초간 남았을 때 교체를 원하는 선수가 교체 박스
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규정의 변화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퇴장 페널티를 받은 선수가 페널티박스 의자에 앉아 모든
퇴장 시간을 보낸 후 교체 선수의 교체 박스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을 몰라 부정 선수 교체(illegal Substitution)로
손해를 보는 팀이 많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집 79.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e off: 페이스 오프의 경우 2명의 심판이 관여합니다.
중요사항은 손, 발, 헬멧이 스틱 헤드 Throat 부분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World Lacrosse에서 Face off
시간 단축을 매우 중요시해 골 선언 이후 준비 시간 단축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Delay of Game 파울을 범하지 않으
려면 골을 넣거나 실점을 한 이후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집 6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ver and Back: 오버 앤 백은 공격팀이 공을 소유하여
어택 에어리어(리스트레이닝 라인 아래)에 진입했을 때
적용되는 룰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시작된 클리어링 상황
에서 하프라인을 넘고 리스트레이닝 라인을 넘지 않으면
오버 앤 백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다시 하프라인 뒤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집 61.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
1) 유럽 선수들의 라크로스 기량
국제심판으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지만, 라크로스를 사랑하는 한 선수로서 수준 높은 라크로스 경기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국제대회를 경험할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심판으로 배정된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라크로스 팬이자, 선수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며 이 대회가 내년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한 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각 팀이 준비를 단단히 해왔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유럽 상위권 국가 팀들의 기본기는 정말 탄탄했습니다. 패스 캐치는 물론, 혼전 상황 속 깔끔한 그라운드 볼과 안정적인 볼
키핑 등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비와 주로 불리는 반칙들을 보며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불린 파울 콜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1]홀드, [2]푸쉬, [3]일리걸 바디첵, [4]슬래시 순입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제 경험상 슬래시, 일리걸 바디첵, 푸쉬, 홀드
순서로 파울이 발생합니다. 상위권 팀들의 경기를 다시 보며 유럽 선수들이 어떻게 수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페널티를 받는지
보고 참고하시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유럽의 수비수는 강한 스틱 체크, 바디 체크로 공을 뺏으려 하기보
다는 공격수의 바텀 핸드를 집중 공략하며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을 통해 공을 뺏거나 턴오버를 유도합니다.
이와 같은 수비 습관이 어디서 길러졌는지는 웜업 드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전 웜업 때 스틱과 바디를 통해 상대방을
밀어내는 소프트 어프로치 드릴에 긴 시간 할애하는 것을 보며 ‘괜히 수비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선수들의
수비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귀찮고 질척이지만 파울이라고 부르기엔 깔끔한 수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유럽 선수들의 라크로스 플레이와 전술
유럽 팀들의 전술 운용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기본적인 룰을 정말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체 구역과 교체 타이
밍을 정확히 지키고, 파울이 불리면 자연스레 선수 교체는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골을 넣거나 실점을 한 이후 Face
off까지 준비하는 시간 또한 15~20초 내로 매우 짧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World Lacrosse는 Face off 준비시간 단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 예정인 선수들은 특히 유념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점은 공간 활용과 팀플레이가 뛰어납니다. 공격 시 억지로 닷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고 볼을 돌리는 시점부터 미리
공간을 확보해 두는 전술과 스킵 패스를 통해 수비를 흔드는 플레이, 숱한 훈련으로 완성된 안정적인 맨업 공격 전술을 보며 우리
도 배우면 매우 유익한 플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기억에 남는 베스트 경기
유로 퀄리파이에 참가한 팀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 명경기가 많지만 그중 하나만 꼽자면 핀란드와 스웨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이벌 관계여서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또 양 팀 모두 뛰어난 실력
을 갖추고 있어 구경할 맛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종료 전 매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니 아직 경기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경기는 Youtube에 LAX TV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틱을 사용해 상대방 스틱 또는 글러브가 아닌 신체를 가로막는 파울
[2] 등 또는 목 위, 골반 아래 등을 바디체크하는 파울
[3] 늦은 타이밍(패스 또는 슈팅으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목 위, 골반 아래 등을 강하게 바디체크하는 파울
[4] 공을 뺏을 목적이 아닌 스틱을 지나치게 휘둘러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파울

당부의 말씀
1) 국내 라크로스 심판들에게
파견을 다녀오며 느낀, 다른 심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프로페셔널리즘’
입니다. 대회 기간 규정집과 매뉴얼을 계속 숙지하고, 팀 미팅 참여, 룰 테스트
진행, 변경된 규정에 대한 클리닉을 수강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Official
Coach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필드 위에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라'
였습니다. 나름 경력이 오래된 심판들도 대회 전후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춘 심판이 되어야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 라크로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계신 심판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라크로스가 더 발전
하려면 좋은 선수뿐만 아니라 좋은 심판들도 함께 필요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Team Zebra
팀원들이 멈추지 않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국내 라크로스 선수들에게
국내에서 심판을 보다 보면 슬래시, 일리걸 바디체크와 같은 퍼스널 파울이 빈
번히 발생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리그인
PLL과, 미국 대학 NCAA 경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영상에서 보던 거친 몸싸움
과 체크를 예시로 들며 심판들의 파울 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PLL과 NCAA는 워낙 선수들의 수준이 높고, 흥행에 대한
요소가 크게 작용해 상대적으로 더 거친 플레이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World Lacrosse 대회에 심판으로 가면 항상 강조하는게 바로 안전(Safety)
입니다. 이처럼 저는 심판으로서 최대한 국내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 판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최대한 볼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파울들이 거칠어질 때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하나?’라는 딜레마에 자주 빠집니다. 수비 할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며 그저 강하게만 때려 공을 뺏는 게 아닌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멋있는 수비를 필드 위에서 보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해 포제션을 잃거나 페널티
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체할 때 마음이 급해 한 발
짝 먼저 나간다거나, 교체 구역을 지키지 않는 경우, Face off 할 때 라인을
밟거나, 휘슬이 불리기 전에 먼저 넘어가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찰나의 욕심과 급한 마음 때문에 소중한 공격 기회를 잃지 않길 당부 드립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국제대회를 심판으로 다녀오며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와 정보, 지식이 주변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규정을 알고 난 뒤 경기장에 들어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똑똑하게 규정을 활용할 수 있고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정집은 심판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 코치들도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는 룰을 알고 보면 볼수록 재미
있습니다. 야구도 룰을 전혀 모르고 볼 때와 알고 볼 때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분이 라크로스에 관심을 가지고 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라크로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협회로부터 받았던 지원들이 한국 라크로스 발전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하며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한국라크로스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
한 기억을 만들어 준 모든 선수단, 코치, Volunteer, ELF, APLU 관계자분들, 그리고 Team Zebra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라크로스협회 남자부 심판장 황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