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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프 (동호인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구분 장애유형 성별 등급분류 세부종목 비고

파크골프

지적장애
남 PGI 개인전 개인전

여 PGI 개인전 개인전

지체장애
남 통합 단체전

2인조(PGI 등급제외)
여 통합 단체전

필드골프 지체장애

남 통합(OPEN) 개인전 개인전(시범)

여 통합(OPEN) 개인전 개인전(시범)

남 통합(OPEN) 단체전 2인1조(시범)

여 통합(OPEN) 단체전 2인1조(시범)

  2. 참가자격

   ㅇ 2021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파크골프]

ㅇ 개인전 : 각 세부종목별 3인 이내로 한다.

ㅇ 단체전 : 단체전은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함(단체전 2인조)

- 스포츠 등급 PGW·PGST1·PGI등급(1포인트) / PGST2등급(1.5포인트) / PGST3등급(2포인트)로

2인 총 합산 포인트는 3포인트 이내로 남, 여 1팀씩 구성한다.

[필드골프]

ㅇ 개인전 : 각 세부종목별 4인 이내로 한다.

- 각 시·도별 남자4 여자4 (지체장애/척수장애)

ㅇ 단체전 : 단체전은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함(단체전 2인1조)

- 각 시·도별 남 1팀, 여 1팀씩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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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방법

  [파크골프]

   ㅇ 개인전(PGI)은 예선 2라운드 36홀 원웨이(one way) 티오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하며 결선 라운드 없이 예선 2라운드 36홀 경기로 남, 여 8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

   ㅇ 단체전은 예선 1라운드 18홀, 예선 2라운드 18홀 및 결선라운드 18홀 투웨이(two way) 티

오프 방식으로 진행하고 포섬 방식으로 경기한다.

   ㅇ 각 세부종목별 예선전 1~2라운드를 합산하여 상위 8위까지만 결선진출

* 조력자(Helper)는 해당 시·도에서 준비

* 동호인부 개인전 출전 선수는 단체전 중복 출전 불가능

[필드골프]

   ㅇ 개인전(통합 OPEN)은 예선 2라운드 36홀 투웨이(two way) 티오프 방식으로 경기를 진

행하고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하며 결선 라운드 없이 예선 2라운드 36홀 경기로 남, 

여 8위까지 순위를 결정한다.

   ㅇ 단체전(통합 OPEN)은 1라운드 18홀 투웨이(two way)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하고 포섬 

방식으로 경기한다.(1라운드 18홀에서 순위결정한다.)

* 동호인부 개인전 출전 선수는 단체전 중복 출전 가능

  5. 기타사항

[파크골프]

ㅇ 참가선수 수에 따라 등급별로 통합경기를 할 수 있다.

ㅇ 경기용 클럽은 공인 클럽으로 참가선수가 준비해야 한다.

- 중량:600g 이하, 길이:60cm 이상 85cm이하, 헤드면에 금속 등 임의 부착물 금지

(공인 클럽: 파크골프규정 3조1항 클럽의 형태와 구조 참고)

ㅇ 선수는 골프복(면바지, 카라 있는 면티) 신발은 운동화 또는 골프화, 모자, 장갑을 착용

ㅇ 경기운영은 체전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 의해 진행된다.

ㅇ 각 시·도 협회 및 시도체육회(산하) 임원에 소속된(임원·선수겸직) 인원은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필드골프]

ㅇ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 선수가 의류나 모자에 기존 제품에 부착된 상표 이외에, 특

정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상표를 덧붙이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단, 시도단체를 

알리기 위한 상표는 예외로 한다(위반 시 사안별로 아마추어 자격 심의 회부)

ㅇ 사용구는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공인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본 항 위반의 벌 : 실격

플레이어가 휴대한 드라이버는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공인 드라이버 헤드리스트에 등재

된 모델과 로프트가 확인된 클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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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 위반의 벌 :

(1) 경기 조건에 위반된 1개 혹은 2개 이상의 클럽을 휴대하였으나 스트로크하지 않은 경우 :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가한다. 다만 벌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2) 경기 조건에 위반된 클럽으로 스트로크한 경우 : 경기실격

ㅇ 캐디는 골프장 소속의 캐디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3백 또는 2백 1캐디 시스템으로 운영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경기위원회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ㅇ 대한골프협회 및 R&A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룰을 본 대회 경기에

적용한다. 모든 문제는 조직위원회가 관장하며,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ㅇ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경기일정 중 일부가 중단될 시에는 최소한 1일 

18홀 경기를 참가선수 전원이 완전히 종료 하였을 때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라운드 단축에 따른 세부일정 조정은 대한장애인골프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본부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