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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링 (선수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비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TPB1

남/여 개인전, 2인조

시각장애
TPB2 시각장애
TPB3 시각장애
TPB4 지적장애
TPB8 휠체어장애
TPB9 하지장애

통합(TPB10, TPB11) 상지장애
DB 청각장애

시각장애 TPB1～TPB3

남여통합 4인조

정식
지체장애 TPB8～TPB11 정식
청각장애 DB 정식
지적장애 TPB4 정식

  2. 참가자격

ㅇ 선  수: 2021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ㅇ 지도자: 2021년 지도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ㅇ 감독, 코치 외 각 시․도 선수는 세부종목별 참가인원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개인전 참가만 2인조, 4인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개인전 경기는 등급별 시도 당 남/여 각 2명까지 참가 신청한다.

    - 2인조 경기는 시도별 1팀만 참가 할 수 있다.

    - 4인조 경기는 시도별 1팀만 참가 할 수 있다.

    - 시각4인조: 시각 TPB 1.2.3 합8이하.(TPB1은 1인 이상 필수)

예) TPB 1.2.2.3 / 1.2.2.2 / 1.1.3.3 / 1.1.2.3 / 1.1.2.2.)

    - 지체4인조: 지체TPB 8.9.10/11. 합38이하.(TPB8은 1인 이상 필수)

예) TPB  8.8.9.10 / 8.9.10.10 / 8.9.9.10

   ㅇ 참가신청 시 신청서에 개인전은 남녀 성명표기를 해야 한다.

   ㅇ 참가신청 시 신청서에 2인조, 4인조는 시도명만 표시하고 참가자명단 제출은 2인조는 

개인전 종료 후, 4인조는 2인조종료 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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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방법

   ㅇ 개인전은 총 4게임으로 하며 예선전, 결승전은 따로 없고, 4게임에서 모든 순위를 

결정한다.(개인전은 4게임으로 하며, 4게임 종합점수로 순위결정)

   ㅇ 2인조 경기는 총 4게임으로 하며 예선전, 결승전은 따로 없고 4게임에서 모든 순위를 

결정한다. (2인조 경기는 각 4게임, 2인 종합 8게임 점수로 순위로 결정)

   ㅇ 4인조 경기는 총4게임으로 하며 예선전, 결승전은 따로 없고 4게임에서 모든 순위를 

결정한다. (4인조 경기는 각 4게임, 4인 종합 16게임 점수로 순위결정)

* 단, 여성선수에게는 매 게임 +10점을 부여한다.

   ㅇ 레인배정은 사전에 사무국에서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기타사항

   ㅇ 경기용 볼은 참가선수가 준비하여야 하며 하우스볼은 사용하지 못한다.

   ㅇ 선수는 경기복을 착용해야한다. (단, 남자하의는 긴 기지바지, 여자하의는 짧은 치마바지 

및 반바지를 착용하되 하지장애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티셔츠는 카라가 

있어야 하며, 트레이닝복 및 청바지는 허용하지 않음)

* 티셔츠 뒷면에 참가 시·도명과 선수 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2인조, 4인조 선수는 시·도별 동일한 경기복(상/하의)을 착용해야한다.

* 복장 위반 시 실격처리 한다.

   ㅇ 참가선수는 볼 검사 후 경기를 참여할 수 있다.

   ㅇ 볼 검사: 경기 전 모든 참가선수는 반드시 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볼 검사규정은 

대한장애인볼링협회 규정을 따른다.

   ㅇ 그 외 규정은 대한장애인볼링협회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