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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치 아 (선수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비고

뇌성마비 및

지체장애

BC1 혼성 개인전

BC2 혼성 개인전

BC3 혼성 개인전 홈통사용

BC4 혼성 개인전

BC3 혼성 2인조(페어) 홈통사용

BC4 혼성 2인조(페어)

BC1, BC2 혼성 3인조(단체전)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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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ㅇ 감독, 코치 외 선수의 세부종목별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다.

    - 시·도 선수는 최대 11명 참가

      1. BC1&BC2 : 5명

      2. BC3 : 3명

      3. BC4 : 3명

* 단 개인전 한 이벤트 당 3명까지 출전 가능

   ㅇ 개인전 BC1과 BC2 종목 참가선수는 BC1&BC2 3인조(단체전) 참가, 개인전 BC3, BC4 

종목은 2인조(페어)경기에 참가 가능.

   ㅇ BC3 2인조(페어), BC4 2인조(페어)와 BC1&BC2 3인조(단체전) 경기에는 여자선수 1명

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여자선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BC1&BC2 3인조(단체전) 경

기와 BC3 2인조(페어) 경기, BC4 2인조(페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단, BC4 2인조

(페어) 여자선수 참가 규정은 2021년 대회부터 적용 한다.)

   ㅇ BC1&BC2 3인조(단체전)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선수가 5명 이상이면 BC1 선수가 반드시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ㅇ BC3 참가선수 경기보조자는 선수와 동일하게 비장애인선수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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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방법

   ㅇ 토너먼트 경기로 한다.

   ㅇ BC1&BC2 3인조(단체전)와 BC3 2인조(페어), BC4 2인조(페어) 종목은 매 경기에 여자선수가 

1엔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몰수패로 처리 한다.

  
5. 기타사항

   ㅇ 경기규정은 BISFed(보치아국제스포츠연맹) 경기규정에 따른다.

   ㅇ 개인장비(보치아 공, 경사로 및 경기 용기구 일체)는 참가선수가 준비하여야 한다.

   ㅇ 경기 장비인 휠체어(전동, 수동) 이외에 스쿠터도 사용 가능 하다.

   ㅇ 각 시도는 대회 시작 전 경기운영본부에서 명시한 일시와 장소에서 경기에 사용할 모든 

경기 용기구(보치아 공, 홈통 등)에 대하여 용기구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경기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대해서만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ㅇ 볼 표면에 숫자가 쓰여 있거나 어떠한 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나, 볼의 색깔을 알아 볼 수 

없게 하거나 볼의 전체 표면 중 1/12을 초과 하여 표시를 할 경우에는 사용 불가하며, 

볼에 어떠한 스티커도 부착할 수 없다.

   ㅇ 경기에 참여하는 시·도 선수(비장애인 선수 포함) 및 임원(경기보조자, 보조자 포함)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일한 경기복과 단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