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제51회 대통령기전국대학야구대회

경기진행규정

1. 출전팀은 해당 경기 1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고 출전선수명단을 3부 작성하여 기록실에
제출한다.
2. 타자 및 주자는 양귀 및 외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베이스코치 헬멧 착용 의무)
3.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타격 종료시까지 타석을 떠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는 경고 없이 바로
퇴장 조치한다.
4. 공격과 수비의 교체는 빨리 진행되어 플레이볼까지의 시간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5.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모든 선수는 덕아웃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시 심판위원은 즉시 경고 조치하며, 2번째 경고 선수는 바로 퇴장 조치된다.)
6. 덕아웃 선수는 상대팀의 야유행위나 학생선수로서 어긋난 행동을 금지하며,
심판위원의 1차 경고 후 재발 시 즉시 퇴장 조치된다.
7. 투수는 20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루에 주자가 없을 경우 적용하며 위반시에는 1차 경고를 주고 2차 적발시 1볼로 처리한다.)
8. 투수는 매회(이닝) 2~3개의 예비 투구를 할 수 있고, 구원투수는 4개의 예비투구를 할 수
있다.
9.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면 1차 경고, 2차에는 보크로 한다.(고의지연시)
10.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선수들은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런너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11. 감독 또는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1명의 내야수만 투수마운드에 갈 수 있다.
12. 매 경기에서 한 팀이 타임을 갖는 것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해서 3번으로 하며 이때 매번 심판
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나가야 한다.
13. 야구 규칙서에 명시된 어필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어필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1차 경고
후 2차시에는 퇴장 조치한다.(야구 규칙서 9.02참조)하프스윙 포함. 퇴장을 명받은 감독, 코치는
본 대회 종료시까지 출전할 수 없다

14.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자(부장, 감독, 코치)와 선수는 그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
(관중석에서 싸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대회 잔여경기 출전 여부는 대회
감독관(상임이사, 기술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퇴장에 적용한다. 단, 경기진행규정 3항, 5항, 6항에 적용된 퇴장 선수는
해당 게임만 적용한다.
15. 대회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발견 즉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징계세칙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 대회 감독관(상임이사, 기술위원)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위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해당자를 징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