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AF 경기규칙 변경 내용

                                                                                                   (적용시기 : 2019. 4. 1.)

규칙 현행 변경

제170조 – 릴레이 레이스

170조

10항

릴레이 팀의 각 선수는 한 구간만 달려야한다. 릴레이레이스 혹은 기타 
종목에 대한 참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대회에 참가 신청한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릴레이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릴레이 
팀이 첫 경기를 치른 후에는 2명의 추가 선수만이 예비 선수로 활용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릴레이 팀의 각 선수는 한 구간만 달려야한다. 릴레이레이스 혹은 기타 
종목에 대한 참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대회에 참가 신청한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릴레이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릴레이 
팀이 첫 경기를 치른 후에는 4명의 추가 선수만이 예비 선수로 활용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제230조 - 경보

230조

7항

(c)

실격(Disqualification)

7. ...

(c) 피트레인(Pit Lane)은 경기대회의 적용되는 규정이 (피트레인을) 

허용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될 것이며, 관련단체 또는 대회주최측에서 허용한 
기타 레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가 붉은색 카드 3장을 
받고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이 권한을 위임한 심판원으로부터 
피트레인으로 입장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대기시간 동안 피트레인에 
들어가서 대기해야 한다.

실격(Disqualification)

7. ...

(c) 페널티구역(Penalty Zone)은 경기대회의 적용되는 규정이 (페널티구역) 

허용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될 것이며, 관련단체 또는 대회주최측에서 허용한 
기타 레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가 붉은색 카드 3장을 
받고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이 권한을 위임한 심판원으로부터 
페널티구역으로 입장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대기시간 동안 
페널티구역에 들어가서 대기해야 한다.



피트레인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레이스의 총 거리에 
따라 다르다 : 

5,000m/5km까지 : 30초
10,000m/10km까지 : 1분
20,000m/20km까지 : 2분
30,000m/30km까지 : 3분
40,000m/40km까지 : 4분
50,000m/50km까지 : 5분

선수가 어떠한 시점에서든, (자신에게) 이전 3장의 붉은색 카드를 
부과하지 않은 심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붉은색 카드를 받는다면 실격된다. 

심판원주임은 피트레인 입장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불이행 하거나 정해진 
대기시간 만큼 피트레인에서 대기하지 않는 선수를 실격시킨다.

페널티구역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레이스의 총 거리에 
따라 다르다 : 

5,000m/5km까지 : 30초
10,000m/10km까지 : 1분
20,000m/20km까지 : 2분
30,000m/30km까지 : 3분
40,000m/40km까지 : 4분
50,000m/50km까지 : 5분

심판원주임은 페널티구역 입장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불이행 하거나 
정해진 대기시간 만큼 페널티구역에서 대기하지 않는 선수를 실격시킨다.

선수가 세 번째 붉은색 카드를 받았으나 경기 종료 전에 선수를 
페널티구역에 입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판장은 해당 선수에게 
적용되는 페널티구역 대기시간을 피니시 시간에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한다. 

선수가 어떠한 시점에서든, (자신에게) 이전 3장의 붉은색 카드를 
부과하지 않은 심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붉은색 카드를 받는다면 실격된다.

제180조 - 필드경기

180조

6항

시기순서 및 시기(Competing Order and Trials)

...

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종목에서 선수는 경기시기의 각 
라운드에서 1회의 시기만 실시할 수 있다. 

시기순서 및 시기(Competing Order and Trials)

...

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종목에서 선수는 경기시기의 각 
라운드에서 1회의 시기만 실시할 수 있다. 



...

[주3-IAAF] 관련 단체의 규정에 시기의 수(6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와 3번째 시기 라운드 후에 다음 시기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명시할 수 있다.

[주3-IAAF] 관련 단체의 규정에 시기의 수(6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와 3번째 시기 라운드 후에 다음 시기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명시할 수 있다.

[주3-IAAF] 관련 단체의 규정에는 3번째 시기 라운드 이후의 특정 시기 
라운드 후에 시기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180조

17항

개별종목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30초 1분 30초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3분 5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혼성경기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30초 1분 30초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2분 3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개별종목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1분 1분 1분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3분 5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혼성경기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1분 1분 1분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2분 3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