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골프 규칙: 주요 변경
대한골프협회(KGA)에서는 R&A와 USGA에서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골프 규칙 발표에 맞춰 주요 변경 사항을 번역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드롭하는 방법 볼을 찾는 시간

2019년 1월 1일 부터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게 됩니다.

현재 최대 5분간
볼을 찾을 수 있
지만, 2019년 1
월 1일 부터는
최대 3분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자국 수리

2019년 1월 1일 부터
퍼팅 그린 위에서
사람, 동물 또는 연습
에 의해 발생한 스파
이크 자국과 손상들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홀에 깃대를 제거하지 않고 퍼팅

2019년 1월 1일
부터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
할 때, 볼이 깃대
를 맞춘 경우
벌이 없습니다.

페널티 구역에서 규칙 완화

2019년 1월 1일 부터
페널티 구역(기존 워
터해저드. *벙커 포함
되지 않음) 안에서
클럽을 지면에 접촉
하거나 루스 임페디
먼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골프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 손쉬운 이용
새로운 골프 규칙은 디지털(어플리케이션), 인쇄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플레이어 판 골프 규칙 골프 규칙 골프 규칙 가이드북

플레이어를 위한 주요 책자 운영위원들을 위한 주요 책자 운영위원들을 위한 추가 책자

플레이어를 위한 짧고, 일반적인 문구의
골프 규칙

그림, 도표 설명 포함

디지털, 포켓 사이즈 인쇄물

모든 플레이 규칙 완전판

그림, 도표 설명 포함

디지털, 인쇄물

기존 재정집 대체, 운영위원들을 위한
설명 형식

해설, 위원회 절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골프규칙 포함

디지털, 인쇄물

R&A와 USGA는 아래 3종류의 인쇄물을 2018년 9월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 경기 속도 향상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골프 규칙은 경기속도 향상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40초 “레디 골프”

최대스코어 깃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골프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규칙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데
40초가 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서 시간 절약을 위
해 준비된 순서대로
플레이(레디 골프)
하는 것을 권장합니
다.

새로운 스트로크
플레이 형식인 최대
스코어를 위원회에
서 채택 할 수 있습
니다.

퍼팅한 볼이
제거되지 않은
깃대를 맞춘 경우
벌이 없습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 플레이어 행동 규범과 진실성
골퍼는 항상 스스로 수준 높은 행동규범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과 진실성이 관련된 적용 규칙입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은 플레어이들의 수준 높은
행동 규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행동 강령에 대한 위반
의 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골프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손상 또는 박힌 볼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통보
없이,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당신의 합리적인 판단은 다른 수단(비디오 기
술)에 의해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 스트로크와 거리
새로운 로컬 룰은 분실된 볼에 스트로크와 거리 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로컬 룰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 볼 분실된 볼

로컬 룰이 적용된
경우, 2벌타를 받고 추
가 옵션으로 스트로크
와 거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결정

왼쪽그림 – 아웃
오브 바운즈
오른쪽 그림 – 분
실된 볼

가장 가까운
페어웨이 가장
자리 찾기

홀에 가깝지 않게

흰 부분에 볼 드롭

홀에서 A, B지점까지 가상의
선에서 A, B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게 양쪽 방향으로

2클럽 구제 구역 설정

2클럽 길이

2클럽 길이

2클럽 길이

이 로컬 룰은 프로 또는
엘리트 아마추어 수준의 경
기와 같이 수준 높은 경기에
적용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골프 규칙: 주요 변경 사항
골프 규칙의 계속된 변화는 게임의 주요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규칙 2017년 제안된 규칙 2019년 새로운 골프 규칙

드롭

구제

더블 히트

어깨 높이

클럽 길이

1 벌타

어떤 높이에서든 가능

20인치 또는 80인치

1 벌타

무릎 높이

클럽 길이

벌 없음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방향이 변경된 경우

2019 규칙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의 휴대품에 의해
방향이 변경된 경우, 

벌은 없으며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합니다.



거리측정기(DMD)

2019 규칙

로컬 룰로 사용을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측정기(DMD) 사용이
허용됩니다.



적색 페널티 구역에 건너편 구제 방법 삭제

볼이 페널티 구역을 최후로 지나간 지점의
건너편에서 더 이상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19 규칙

건너편 구제불가

페널티 구역



적색 페널티 구역 사용 확대

2019 규칙

페널티 구역(워터해저드) 
모두 측면 구제가 가능한

적색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분실된 볼을 찾는 시간 단축

2019 규칙

현재 볼을 찾는 시간이
최대 5분이 주어지지만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최대 3분이 주어집니다..



지면에 박힌 볼 구제

2019 규칙

볼이 “일반 구역”(모래 제외)에 박힌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역”은 현재 “스루 더 그린”의
새로운 용어입니다.



손상된 클럽의 교체

2019 규칙

라운드를 하는 동안
클럽 손상의 책임이

플레이어에게 있을 경우
손상된 클럽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손상된 클럽의 사용

2019 규칙

화가 나서 클럽을 손상한
경우라도, 손상된 클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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