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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권 도 (선수부)

  1. 종별 및 세부종목

  [겨루기]

장애유형 등급 성별
체급 (세부종목별)

비고
남 여

청각장애 통합 남, 여

- 58kg - 49kg

개인전 /

단체전

- 68kg - 57kg

- 80kg - 67kg

+ 80kg + 67kg

지체장애

한팔 남, 여

-61kg -49kg
개인전

(K42, K44)
-75kg -58kg

+75kg +58kg

양팔 남, 여

-61kg -49kg
개인전

(K41, K43)
-75kg -58kg

+75kg +58kg

  [품 새]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비고
남 여

청각장애 통합 남, 여

개인전 개인전 1인 개인

혼성전 2인 혼성

단체전 단체전 3인 단체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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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ㅇ 겨루기(개인전) 경기는 시․도별(체급별) 최대 2명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ㅇ 겨루기 단체전 구성인원은 3명으로 구성하되, 시․도별 남자 1팀, 여자 1팀만 참가신청이 

가능하다.(참가선수는 각부 체급별 계체를 통과한 선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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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겨루기(청각) 참가선수는 양쪽 귀 청각손실도 55데시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이비인후과 등)를 제출해야 한다. 

   ㅇ 겨루기(지체) 참가선수는 세계태권도연맹 등급분류 규정에 의거 K41, K42, K43, K44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등급분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품새(개인전) 경기는 시․도별 각 부(남자부, 여자부) 2명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ㅇ 품새(혼성전) 경기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팀을 구성하되, 시․도별 1팀만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ㅇ 품새(단체전) 경기는 남자부(남자 3명), 여자부(여자 3명)으로 팀을 구성하되, 시․도별 1

팀만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ㅇ 품새(개인전, 혼성전, 단체전) 참가선수는 양쪽 귀 청각손실도 55데시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서(이빈후과 등)를 제출해야 한다. 

  4. 경기방법

   ㅇ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회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ㅇ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회운영규정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규정을 

준용한다.

   ㅇ 세계태권도연맹(WT) 공인 전자호구와 전자헤드기어를 사용한다. 전자호구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일반호구를 사용하며,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5. 기타사항

   ㅇ 도복은 세계태권도연맹 또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공인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ㅇ 헤드기어, 팔. 다리 보호대, 손. 발등보호대, 샅보대, 마우스피스 개인공인 도복은 소속

팀에서 준비해야 한다.

(전자호구 사용시 전자호구감응양말은 소속팀에서 준비해야 하며, 이때 헤드기어는 필요없다.)

   ㅇ 경기 중 KO 패한 선수는 1개월 경과 후 국․공립병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가신청서는 정정기간 이외에는 수정이 불가함

   ㅇ 대표자회의 및 선수의 세컨(경기장내 지도)은 참가신청을 필한 감독 및 코치 외에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