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4 -

4-1  농구 (선수부)

□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구분 성별 세부종목

지체장애
남 휠체어농구

여 휠체어농구

□ 참가자격

○ 2022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경기임원: 7인 이내 (감독 1명 외 6명)

○ 선    수: 12인 이내

□ 경기방법

○ 경기규칙은 IWBF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 10분씩 4쿼터로 구분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5분)을 실시한다.

○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되, 참가팀 수가 3팀 이하일 경우 리그를 실시 할 수 있다.

○ 등급분류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의 등급분류규정을 준용한다.

○ 코트에 출전하는 선수 5명의 등급점수 합이 1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한장애인 농구

협회의 주니어 및 시니어 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단, 여성부 경기는 여성부 휠체어농구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별도로 운영한다.

○ 경기운영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농구종목 

기술위원이 이를 결정한다.

○ 유니폼 규정

- 각 팀 선수의 유니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앞, 뒤가 같은 단색의 셔츠

➜ 모든 선수들은(남, 여) 경기 중 셔츠를 팬츠 속으로 넣어야 한다. 원피스 유니폼은 

허용된다.

셔츠 속에 T셔츠는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은 없다. T-셔츠는 셔츠와 같은 단색이어야 한다.

긴 바지 또는 짧은 바지(팬츠)는 앞뒤가 같은 단색이어야 하고 셔츠와 동일한 색이 아

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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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수는 셔츠의 앞뒤에 셔츠와 대조적인 단색의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는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또한 :

등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최소 20cm 이상  

앞에 붙이는 번호는 높이가 최소 10cm 이상

숫자의 굵기는 2cm 이상

선수는 0과 00 그리고 1부터 99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팀에서 중복되는 번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 팀들은 적어도 두 벌의 셔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

프로그램에 먼저 기재된 팀(홈팀)이 밝은 색(흰색)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뒤에 기재된 팀(방문 팀)이 어두운 색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두 팀이 합의하였다면 셔츠의 색을 서로 바꾸어 입을 수도 있다.

□ 기타사항

○ 기타장비

- 주심은 어느 선수든지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예: 반지, 시계, 단단한 물질로 제작된 악세사리 등)

○ 대회운영 중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 할 시에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소청위원회에서 

우선처리한 후, 이를 대회본부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