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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선수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구분 장 애 유 형 등 급 성 별 세부종목

수상 조정

지체장애 PR1 남/여
개인전 1,000m

(Single Sculls 1×)

지체장애 PR2

남/여
개인전 1,000m

(Single Sculls 1×)

혼성 2인조(남 1, 여 1) 단체전 1,000m

(Double Sculls 2×)남자 2인조(남 2)

지체장애,

시각장애

PR3-PD,

PR3-VI

남/여
개인전 1,000m

(Single Sculls 1×)

혼성 2인조(남 1, 여 1) 단체전 1,000m

(Double Sculls 2×)남자 2인조(남 2)

혼성 5인조(남 2, 여 2)

* 콕스(Cox) 포함

단체전 1,000m

(Cox four 4+)

지적장애 PR3-ID
혼성 5인조(남 2, 여 2)

* 콕스(Cox) 포함

단체전 1,000m

(Cox four 4+)

* 등급분류

- PR1 : AS(Arms and Shoulders) 팔을 사용하는 등급

- PR2 : TA(Trunk and Arms) 몸통, 팔을 사용하는 등급

- PR3 : LTA(Legs, Trunk and Arms) 다리, 몸통, 팔을 사용하는 등급

가. PR3-VI (Visual Impairment) 시각장애인 등급

나. PR3-PD (Physical Disability) 지체장애인 등급

다. PR3-ID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발달장애인 등급

*등급을 높여 경기출전은 가능하나 낮추어 출전하는 것은 불가

ex) PR1→PR2(○), PR2→PR3-PD(○), PR3→PR2(×), PR2→PR1(×)

* PR3 혼성 2인조 종목의 경우 지체 2명 또는 시각선수가 1명 포함한 선수 구성

PR3 혼성 4인조 종목의 경우 지체 4명 또는 시각선수가 2명 포함한 선수 구성

  2. 참가자격

   ㅇ 2021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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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ㅇ 시․도 참가 신청 시 세부 종목별(개인전)로 2명 이내에서 참가신청 가능

   ㅇ 단체전은 시․도별로 종목별 1개 팀만이 참가신청 가능

   ㅇ 개인전․단체전 포함 1인 3경기까지 참여 가능

   ㅇ 단체전의 경우 예비명단을 포함 할 수 있으며 경기 1일전 확정하여야 한다.

  4. 경기방법

   ㅇ 세부종목별 참가인원에 따라 예선, 결선을 구분하여 순위제 방식으로 경기운행

   ㅇ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단체전에도 중복 출전 할 수 있다.

   ㅇ 예선경기는 조별 상위팀 기준으로 결선 자격을 부여한다.

   ㅇ 개인전 및 단체전의 레이스 거리는 1,000m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ㅇ 경기운영은 체전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장애인조정연맹에 의해 진행된다.

  5. 기타사항

   ㅇ 경기복장은 개인종목의 경우 자유복장이나 단체전의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다.

   ㅇ PR1종목은 경기정에 고정된 자세지지의자를 설치하고 다리와 허리에 고정밴드를 착용

하고 경기를 하며 자세지지의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ㅇ PR2등급은 경기정에 자세지지의자를 설치하고 다리에 고정밴드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며 자세지지의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슬라이딩 시트 사용 불가) 

   ㅇ PR3 혼성 2인조 종목의 경우 지체 2명 또는 시각선수 1명이 포함될 수 있다.

   ㅇ PR3-Mix 4+(혼성4인조)의 경우 시각선수는 최대 2명까지 포함 가능하며 지체선수로만 

구성할 수도 있다.

   ㅇ Four(Mix 4+, ID 4+)종목은 Cox는 선수명단에 포함되어 5명으로 구성되며 Cox의 자격은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인 구분이 없다.(선수등록 필수)

   ㅇ Single Scull 종목은 폰툰은 필수 부착하며 Double Scull 및 Four 종목은 폰툰을 선택적

으로 부착한다. 

   ㅇ 경기정의 경우 시·도별로 준비하며 고정밴드의 경우 선수 개인이 준비한다.

   ㅇ 장애인 조정 보트의 최소 무게는 다음과 같다

종목 PR3 4+ PR3 2x PR3 1x PR2 2x PR2 1x PR1 1x

무게 51kg 27kg 20kg 37kg 24kg 24kg

   ㅇ 폰툰이 사용된 경우 폰툰 무게를 포함한다. PR1 1x와 PR2 1x, PR2 2x의 보트의 무게

에는 보트에 완전히 붙어있는 스트랩과 시트의 무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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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스트랩 규정

    - PR1 스트랩은 반드시 시트의 뒤를 보호해야 하며, 몸통을 돌아 착용해야 한다. 몸통 

스트랩에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착용 할 수 있다.(자세지지의자 고정 스트랩 포함)

    - 디자인과 시트의 위치, 모든 스트랩은 경기 중에 사이드에서 볼 수 있게 부착되어야 한다.

    - PR2의 다리 스트랩은 선택 사항이다.

    - 스트랩의 넓이는 최소 50mm가 되어야 하고, 신축성이 없어야 하며, 버클이 달리지 

않아야 한다.

    - 스트랩의 색상은 선수의 경기 유니폼과 반대된 색상으로서 명확히 구분해서 수 있어야 한다.

    - 스트랩은 한 방향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 필수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추가적인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