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 기 규 정
1. 정식경기는 5회로 한다.(강우콜드 및 기타) 단, 5회 이전 경기 및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5회 이후
종료되지 않은 회의 동점 또는 역전)는 다음날 첫 경기 1시간 전에 서스펜디드 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2. 정규경기(9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10회부터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하여 승부를 가린다.
3. 당일 최종 경기는 회수에 관계없이 23시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45분 이후에는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해당 이닝으로 종료한다.
4. 결승 경기는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회수에 관계없이 승부를 가리며, 3항을 적용한다.
단, 23시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우 준결승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결승전 경기는 재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5. 초미세먼지(PM2.5) 150㎍/㎥ 또는 미세먼지(PM10) 300㎍/㎥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법규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협회와 협의 후
경기취소를 할 수 있다.
6. 대회의 콜드게임은 5․6회 10점, 7·8회 7점으로 하고 준준결승전(8강)까지 적용한다.
7.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 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8. 협회의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에 따라 아래의 투구수 제한 지침을 따른다.
- 투수의 1일 최다 투구수는 105개로 한다.
- 아래와 같이 투구수에 따라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1~45개(없음), 46~60개(1일), 61~75개(2일), 76~90개(3일), 91개 이상(4일)
- 105개를 투구한 투수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곧바로 교체하여야 한다.
- 서스펜디드, 더블헤더 등으로 1일 2경기 이상 치를 경우, 1일 최다 투구수를 적용(합산)하고
합산된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 한계투구를 넘어선 투수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교체 한다.
- 투수의 3일 연속 투구를 금지한다.
- 노히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투수가 투구수 제한에 적용될 경우 계속적으로 투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중단됨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9.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트레이너)나 선수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관중석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대회 잔여경기 출전 여부는
아래 조항을 따른다.
①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퇴장과 경기진행규정
11항, 15항, 16항에 해당되어 지도자 및 선수가 퇴장되는 경우는 해당 경기에만 적용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경우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출전을 즉시 보류한다.

10. 개인상-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감투상, 수훈상, 감독상, 지도상, 공로상 등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수상자지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며, 타격상, 최다타점상, 최다안타상, 최다득점상, 최다홈
런상, 최다도루상 등은 개인기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1. 타격상 대상자는 준결승전(4강) 진출 팀에서 12타석 이상으로 한다. 단, 동률일 경우 최다타석, 최다타
수, 타점, 루타수 순으로 하며, 개인상 대상자 중 동일한 성적일 경우 타율, 최소타석수, 최소타수, 타점,
루타수, 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12. 본 경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기진행규정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하며, 출전선수 명단
총 3부를 작성하여 기록실(협회 기록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는 심판위원의 출장과 동시에 감독과 선수들의 정렬한 후 홈플레이트 미팅과 동시에 시작된다.
3. 유니폼은 항상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4.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5. 경기 중에 타임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하며, 정규이닝(10회) 이후부터
3이닝당 1회씩 갖게 된다. 단, 이 때 정규이닝의 ‘타임요청’ 횟수는 연장이닝 ‘타임요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지도자의 마운드 방문 제한시간은 30초로 하며, 덕아웃 복귀 시에는 반드시 속보로 이동한다.
7.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8. 선수는 반드시 양귀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베이스코치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9.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10.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11.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위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12.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
13.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14.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15. 덕아웃 선수는 상대팀의 야유행위나, 과도한 세레모니, 학생선수로서 어긋난 행동을 금지하며
심판위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16.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
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17. 협회에 등록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트레이너)만이 덕아웃과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있
으며, 미등록 임원 및 지도자가 발견될 경우 퇴장 조치한다.
18.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