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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회에서는 국제펜싱연맹이 2019년 1월 1일부로 경기규칙 일부사항(t.124, 

소극적경기운영)을 적용함에 따라 2월부터 열리는 모든 대회에 변경 적용 실시함

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시도 협회 및 팀 관계자 그리고 선수들께서는 첨부의 사항을 참고하

시어 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국제펜싱연맹 기술규칙 t.124 (소극적 경기운영) 적용

  가. 적용 시기 : 2019년 2월부터 열리는 모든 대회 적용

  나.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기술규칙(t.124 소극적경기운영)

  다. 적용 규정 : 첨부 참조

첨부 : 국제펜싱연맹(FIE) 변경규정 2부. 끝.



소극적 경기운영(non-combativity)

t.124

소극적 경기운영은 1분동안 히트가 없거나, 또는 유효면에 득점이 없을 경우이

다.

한명 또는 두 명의 선수가 명백하게 소극적 경기운영을 한다면 심판은 알트를 외
쳐야 한다.

두 선수가 경기 중 소극적 경기운영을 보이면 심판은 즉각 ‘알뜨’를 명한다.

1. 개인전 -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첫 번째, 1분간의 소극적 경기운영에서, 심판은 한 명 혹은 양 선수에게 P-옐로카
드를 다음과 같이 준다
a) 선수가 점수 동점일 경우 : 심판은 두 선수에게 P-옐로 카드를 준다.

b) 선수가 점수 동점이 아닐 경우 : 심판은 낮은 점수의 선수에게 P-옐로 카드를 
준다.

두 번째, 세 번째, 소극적 경기운영으로 인한 1분, 심판은 한명 혹은 두 명의 선수
에게 P-레드카드를 준다:

c) 선수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판은 두 선수에게 P-레드카드를 준다.

d) 선수의 점수가 동점이 아닐 경우: 심판은 점수가 낮은 선수에게 P-레드카드를 
준다.

P-레드카드의 효능은 소극적 경기운영에만 한정되고, 선수들은 P-레드카드를 받은 
동안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해야한다.

4번째에는, 소극적 경기운영에서 한명 혹은 두명의 선수가 이미 두장의 P-레드카
드를 받았다면, P-블랙카드를 준다.

선수들이 동점이고 P-블랙카드를 받았다면 높은 랭킹의 선수가 이긴다.

2. 단체전

처음으로 1분동안 소극적 경기운영을 한다면, 심판은 한팀 혹은 양팀에게 P-옐로
카드를 다음과 같이 준다:

a) 두 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 심판은 두 팀에게 P-옐로 카드를 준다.

b) 두 팀의 점수가 동점이 아닐 경우 : 심판은 낮은 점수의 팀에게 P-옐로 카드를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로 1분동안 소극적 경기운영을 한다면, 심판은 한팀 혹은 두팀에
게 P-레드카드를 준다:



c) 두 팀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판은 두 팀에게 P-레드카드를 준다.

d) 두 팀의 점수가 동점이 아닐 경우: 심판은 점수가 낮은 팀에게 P-레드카드를 
준다.

교체선수가 있거나 혹은 전술 혹은 의료적 목적으로 교체선수를 쓰지 않은 경우
에 P-블랙카드를 받은 팀은 교체선수를 쓸 수 있다.

P-블랙카드를 받은 이후의 교체의 경우, 더 이상 교체는 안된다. 심지어 부상에도 
안된다.

만약 P-블랙카드를 받고난 다음에는 교체가 안되고(교체선수가 없거나 교체선수를 
이미 쓴 경우), P-블랙카드를 받은 팀은 패배한다.

두 팀이 동점이고, 같이 P-블랙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높은 랭킹의 단체전 국가가 
승리한다.

3. 개인전과 단체전

a) P-옐로카드(경고)와 P-레드카드(페널티 히트) 는 1bout 혹은 1match에서 받은 
경우 해당 bout와 match에만 적용된다. 이 페널티들은 이어지는 match나 bout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 계속해서 소극적 경기운영을 하면 P-블랙카드는 자격박탈을 의미한다. 60일간
의 정지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팀은 순위에서 랭킹을 유지하고 실격 
전까지의 점수로 순위를 유지한다.

c) 심판은 반드시 P-옐로카드, P-레드카드와 P-블랙카드를 기록지에 따로 기록해
야한다. 이 제재는 소극적 경기운영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제재와 합산되지 
않는다.

d)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정규 시간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t.140.3과 t.41.5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