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비디오 판독 가이드

1. 비디오 판독 대상경기
① 중계방송[8강전, 준결승, 결승]이 편성된 경기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실시
② 중계용 영상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화면에 의한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이 최종

2.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① 홈런에 대한 판정
②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캐치/노캐치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단,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a)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한 태그-업에 대한 심판의 판정
(b) 주자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향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c) 1루를 밟은 후 베이스 라인에서 벗어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포기했는지 여부
④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⑤ 몸에 맞는 공
⑥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 또는 타자가 착용한 경기용구나 배트에 맞는
경우 포함)
⑦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3. 비디오 판독의 신청
① 비디오 판독은 각 팀의 감독만이 판정 후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을 구두 또는 시그널 신청
② 감독이 부상, 질병, 퇴장 등 합당한 이유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독의 임무
를 수행하고 있는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
③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판독 요청 시 결정
④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수비팀 선수들이 필드에 대기
⑤ 플레이 종료 후 투수교체를 하는 경우 수비팀 감독은 투수교체 사인을 내기 전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야 하며, 공격팀 감독은 새로 경기에 들어올 구원투수가 워닝트랙을 밟기 전이나 필드 상의
불펜에서 몸을 풀 경우 파울라인을 넘기 전에 신청
⑥ 심판이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는 선수교체가 허용되지 않음

4. 비디오 판독의 기회
① 기회는 비디오 판독 판정번복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사용하지 않은 기회는 정규이닝 후 소멸되며
연장전에 한해 팀 당 1번의 기회가 추가
② 홈런 타구 비디오 판독은 감독에게 주어진 2번의 기회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신청가능
③ 하나의 상황에서 세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은 두 가지 이하
의 플레이에 대하여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수 있음. 기회는 각각 플레이에 대한 기회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5. 비디오 판독 후 감독의 결정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판정이 번복되면 플레이 이후 잘못된 판정으로 영향을 받아 내려진 감독의 결정(선
수교체 등)은 무효화되며 이 경우 감독은 비디오 판독으로 결정된 판정으로 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유지하
거나 바꿀 수 있음

6. 비디오 판독의 특수성
감독이 비디오 판독 기회를 사용할 경우 감독은 어느 특정 판정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원하는 것인지 말
해야 하지만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