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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구 (선수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성별 등급 세부종목 끝내기점수 비고

남자

(지체장애,

청각장애)

BIS
개인전 3구 단식 25

개인전 원쿠션 단식 30

BIW
개인전 3구 단식 20

개인전 원쿠션 단식 30

BIS/BIW 팀전

3구 단식 25 BIS

3구 단식 20 BIW

3구 복식 25 BIS + BIW

여자

(지체장애,

청각장애)

BIS
개인전 3구 단식 11

개인전 원쿠션 단식 15

BIW
개인전 3구 단식 11

개인전 원쿠션 단식 15

BIS/BIW 팀전

3구 단식 11 BIS

3구 단식 11 BIW

3구 복식 15 BIS + BIW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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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ㅇ 감독, 코치 외 선수는 세부종목 별로 각 시·도 개인전 2명, 팀전 2팀으로 참가신청 할 수 있다.

   ㅇ 선수부 참가 선수는 성별, 장애등급을 교차하지 않는 다른 종목에 중복 출전이 

가능하다.

    (예) BIS등급 남자 선수: BIS남자 3구 개인, BIS 남자 원쿠션 개인, 3구 남자 팀전, 중복 출전 가능.

   ㅇ 등급(BIS, BIW) 및 성별(남, 여)은 교차 참가할 수 없다.

    예) 등급이 BIS인 경우 BIS만 참가가능, BIW 참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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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방법

   ㅇ 대한장애인당구협회 대회규칙을 적용한다.

   ㅇ 5~8위 순위는 8강 경기 에버리지로 결정한다.

   ㅇ 경기시간은 40분이며 40분이 넘었을 경우 다득점 자 승이며, 동점일 경우 1점 먼저 득점한 

쪽이 승리

   ㅇ 모든 득점은 1점으로 간주되며 벌점은 없다.

   ㅇ 볼은 협회에서 준비한 공인구(3쿠션 61.5mm)로만 사용한다.

   ㅇ 복식은 스카치 게임으로 실시한다.

   ㅇ 감독자회의는 경기 전 현장에서 진행한다.

  5. 기타사항

   ㅇ 휠체어 높이는 보형물과 방석의 개수 제한없이 지면에서 신체까지의 높이를 55cm 로 제한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된다.

   ㅇ 참가선수 복장은 시·도별 단체복으로 반드시 통일 착용한다. (슬리퍼 및 반바지 불가)

    - 경기복 상의 뒷면에 참가 시·도명과 선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ㅇ 전동 휠체어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ㅇ 경기에 필요한 개인 장비(큐, 쵸크, 장갑 외 개인 물품)는 선수 개인이 지참한다.

   ㅇ 음주 출전 적발 시 실격패 처리되며, 즉시 경기장에서 퇴장 및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ㅇ 경기시간에 관해서는 일체 대회본부 측의 사정에 우선한다.

   ㅇ 기술적 사항은 본회에서 선임한 기술위원에 의해 진행된다.

   ㅇ 방송 중계로 인한 선수의 경기 테이블은 현장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도 및 

선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이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