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KNFL사회인 대회(광개토볼) 요강
1. 참가팀 및 대진표
5개팀 단일리그로 6월부터 11월까지 풀리그 진행 정관명시
참가팀 : 서울 골든이글스,서울 바이킹스,대구 피닉스,부산 그리폰즈,삼성 블루스톰
- 킥오프 : 하루 두게임시 일게임 - 11:00, 이게임 - 14:30
: 운동장사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킥오프시간 변경가능
☞ 2018 시즌 순위에 따라 상위팀이 홈/어웨이 및 오전 오후 경기 선택 옵션부여
일정 선택 우선권 부여
: 원칙은 아래와 같으나 대표팀 및 국제대회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앞쪽: HOME
뒤쪽:AWAY
날짜

1 경기

2 경기

장소

06월 02일

블루스톰 vs 그리폰즈

바이킹스 vs 골든이글스

상주

08월 25일

피닉스 vs 골든이글스

바이킹스 vs 블루스톰

상주

09월 22일

바이킹스 v 피닉스

골든이글스 vs 그리폰즈

서울

10월 06일

피닉스 vs 블루스톰

그리폰즈 vs 바이킹스

대구

10월 20일

그린폰즈 vs 피닉스

블루스톰 vs 골든이글스

부산

11월 03일

2위 vs 3위 Playoff

2위팀 Choice

11월 17일

광개토볼

서울

*광개토볼 경기 장소는 전년도 우승팀 지역 (광개토볼 진출팀이 서울 외 지역일 경우 변경가능)
대진표에 적색글씨팀은 해당일 협회장비 인수인계 팀 (플레이오프 이후 일정은 대진에 따라 결정)
1) 경기시간은 4쿼터 15분으로 한다. 40초 계시를 사용한다. 만약 40초 계시가 없으면
심판과 상의한다. 단, 10월 경기부터 1일전 쿼터당 경기시간 상호협의 후 결정 통보하기로 한다.
2) 무승부에 대해서는 대한 미식축구협회 규칙 3-1-3에 의해 연장전을 실시한다.
3) 일몰등으로 인하여 당일 경기소화가 어려울 경우 주최측(사회인연맹)에서
양팀감독과의 협의로 시간조정을 한다.
4) 기상등의 조건으로 경기소화가 어려울경우는 주최측(사회인연맹)에서 결정한다.

3. 순위의 결정
1) 승률, 동 승률발생시 승점(정규승 3, 연장전승2, 연장전패1, 정규패0)
,승자승,득실점,최다득점,최소실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 기권팀 및 몰수팀에 대한 점수는 모든 경기에 인정하지 않으며 팀에 대한 징계를
할수있다.(선수개인기록부문 포함)

4. 출전선수 구성 요건 및 자격
1) 2019년 5월 10일 까지 등록된자(협회 홈페이지 출전선수등록양식에 의거)로 각팀은
60명이상을 등록할수없다. 61명 이상 등록을 원할경우 한명당 5만원의 추가
등록비를 연맹측에 납부해야 한다.
2) 선수는 5월10일 기준으로 연맹에 보고한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팀을 옮길수가 있다.
단 리그 중 팀 이동은 불가하다. 이중등록시 1년간 리그에서 못뛴다.

5월10일 이후 추가등록선수는 언제든 가능하며 추가등록 1 인당 5만원을 납부한다.
3) 팀구성 선수는 25명 이상으로 한다.( 킥오프시 보호장비 착용인원)
선수미달시 1인당 5만원 벌금. 1주일내로 입금한다.
4) 당해년도 학생연맹 소속으로 전국대회(예선포함)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사회인팀으로 뛸 수
없다.
5) 외국인 선수는 매플레이당(다운당)3인까지만 허용하며 이를 위반시는 부정선수의 참여로 한다.
6) 지역리그 참여선수는 타팀으로의 이적이 불가하다.
7) 선수 25명은 시합중 부상으로 인한 후송등으로 결원된 인원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 경기의 팀 구성 선수는 25명이 되어야한다.(병원확인서등은 미적용)
8) 진영은 게임일정표를 만들때 미리 결정한다. 단 두팀의 합의에 의해 진영이 바뀔수 있다.
첫 킥오프의 킥팀, 리시버팀 결정은 심판의 주도하에 게임전 코인토스로 결정한다.
5. 대회 불참팀에 대한 징계
1) 2018년에 출전하지않은팀은 다음년도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2) 각팀은 킥오프 직전 (세레머니행사시는 그 전까지)까지 장비착용 완료된 선수 25명 이상이
필드에 있어야 한다.
3) 2)항에 위배시 혹은 고의적으로 불참시(기권포함)징계는 당해 시즌은 몰수 게임패,
다음시즌 경기출전 금지 (공식적인 전국대회 경기 이며 지역경기는 지역협회에 협조요청예정)
6. 선수의 유니폼 및 장비
1) 헬멧은 도색을 하여 같은 팀은 동일한 색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위배시 심판룰에 따라 장비불량 벌칙 부과)
2) 유니폼, 타이즈는 같은 팀은 동일 색상유지( 타이즈는 미착용시는 인정함,
아이실드는 반드시 무색투명한 것만 인정된다 )
양말은 같은 색상이라면 길이는 달라도 된다.
3) 마우스 가드 착용은 KAFA규정에 따라 전원 착용 의무화하고 ,이는 처음 킥오프 장비
검사시와 경기중이라도 신체나 헬멧에 부착되어야한다.
5) 저지의 색깔은 홈팀 칼라 , 어웨이팀 white로 정한다.
6) 신생팀은 기존등록팀외의 유니폼색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7) 볼(Ball)은 규정에 맞다면 흰테두리가 없어도 된다. 볼에 대한 KAFA룰 적용( 일본 X리그 볼사용 가능
8) 복장위반시 선수는 플레이를 할수없다. 게임중 적발시 5야드 벌퇴.
7. 코치 퇴장시 20만원 벌금, 선수 퇴장시 10만원 벌금. 각각 퇴장후 1주일내로 입금한다.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게임에 참여할수 없다.
8. 2019년 룰 적용은 2019 개정된 규칙위원회 적용룰을 적용한다.
(단, 타케팅에 대한 부분은 로컬룰 적용을 요청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