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탁구 (선수부)

□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유형 성별 등급
세부종목

단식 복식 혼성복식 단체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남

CLASS 1 개인단식

남자복식 체급
총합4

남자복식 체급
총합8 혼성복식

(휠체어)
체급 총합 4

혼성복식
(휠체어)

체급 총합 10

혼성복식
(스탠딩)

체급 총합 14

혼성복식
(스탠딩)

체급 총합 20

단체전
CLASS 1~2 통합CLASS 2 개인단식

CLASS 3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3 단일

CLASS 4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4~5 통합CLASS 5 개인단식

CLASS 6 개인단식

남자복식 체급
총합14

남자복식 체급
총합18

단체전
CLASS 6~7 통합CLASS 7 개인단식

CLASS 8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8 단일

CLASS 9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9~10 통합CLASS 10 개인단식

여

CLASS 1 개인단식

여자복식 체급
총합5

여자복식 체급
총합10

단체전
CLASS 1~2 통합CLASS 2 개인단식

CLASS 3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3 단일

CLASS 4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4~5 통합CLASS 5 개인단식

CLASS 6 개인단식

여자복식 체급
총합14

여자복식 체급
총합20

단체전
CLASS 6~7 통합CLASS 7 개인단식

CLASS 8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8 단일

CLASS 9 개인단식 단체전
CLASS 9~10 통합CLASS 10 개인단식

청각장애 남/여 DF 개인단식 남/여 복식 혼성 복식 단체전

지적장애 남/여 CLASS 11 개인단식 남/여 복식 혼성 복식 단체전

□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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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경기임원

- 감독 1명 외, 코치 약간인

○ 선수

- 개인단식: 지체장애 / 뇌성마비 / 척수장애 (등급별: 2명) / 청각장애 / 지적장애 (유형별: 3명)

- 복    식: 등급통합별 1팀, 유형별 1팀

(시도명으로 추첨하여 경기명단은 현장제출)

- 혼성복식: 등급통합별 1팀, 유형별 1팀

(시도명으로 추첨하여 경기명단은 현장제출)

- 단 체 전: 등급통합별(class 1~2/3/4~5/6~7/8/9~10): 경기자 3~4명

청각장애: 경기자 3명외 후보 1명, 지적장애 : 경기자 3명외 후보 1명

□ 경기방법

○ 각 시도는 개인단식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 구성된 하나의 팀을 단체전 종목에 출전해야

한다. 단, 단일등급(CLASS 3,8)에 한하여서는 단식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 1~2인이 단체

전에 참여할 수 있다. 유형별등급(CLASS 11,DF)에 한하여서는 단식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 1인이 복식경기와 단체전에 참여할 수 있다.

○ 대진추첨 시 시·도명으로 대진을 추첨한다. 경기명단은 대회 현장에서 제출한다.

▶ class 1∼10 복식경기 및 단체전 [지체장애/뇌병변장애]
① 3명 미만 출전 시도는 단체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통합등급에 한하여 단체전 1팀의

구성원은 최소 3명, 최대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시 1: CLASS 1-2 에 2명으로 1개의 팀 구성하여 참가신청시, 단체전 출전불가)

(예시 2: CLASS 1-2 에 4명으로 1개의 팀 구성하여 참가신청시, 단체전 참가가능)

② 단일등급(CLASS 3, CLASS 8)의 단체전은 팀 구성인원은 3명 혹은 4명이며 팀 구성원 중 2명은 필히

개인단식경기에 참가한 선수이어야 한다. 그 외의 참가 선수는 개인단식에 참가할 수 없고

단체전에만 참가할 수 있다.

(예시 1: CLASS 3 에 2명으로 1개의 팀 구성하여 참가신청시, 단체전 출전불가)

(예시 2: CLASS 3 에 3명으로 1개의팀구성하여참가신청시, 단체전출전가능–1명은단체전만참가가능)

(예시 3: CLASS 3 에 4명으로 1개의팀구성하여참가신청시, 단체전출전가능–2명은단체전만참가가능)

③ 단체전 순서는 2단1복식으로 복식, 단식, 단식의 순으로 진행한다. 단체전에서1명의선수가단식경기

중복출전은불가하다.

④ 복식경기의 엔트리는 최소 2명, 최대 4명으로 제출되며, 경기출전 선수는 2명이다.

⑤ 복식경기의 첫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결승까지 출전하며 경기 중 명단 수정은 불가하다.

⑥ 단체전의 엔트리는 최소 3명, 최대 4명으로 제출된다.

⑦ 토너먼트 경기로 5전 3선승제며 1경기는 11점 5전 3선승제로 진행한다.

⑧ 등급별 상향출전은 불가하다.



▶ 유형별 단체전 (CLASS 11 / DF)

① 3명 미만 출전 시도는 단체전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② 뉴스웨이슬링컵 시스템(New Swaythling Cup System) 방식<5단식>으로 진행된다.

예) 경기순서 : ŒA-X �B-Y ŽC-Z �A-Y �B-X (1번 팀 : ABC / 2번팀 : XYZ)

③ 토너먼트경기로 5전 3선승제이며 1경기는 11점 5전 3선승제로 진행한다.

④ 단체전 엔트리는 최소 3명, 최대 4명으로 제출된다. 단, 경기 출전가능 선수는 3명이다.

○ 3~4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6개시도 미만 출전 시 3~4위전을 실시한다.

○ 토너먼트 경기(11점제, 5전 3선승제)로 진행한다.

○ 경기규정은 ITTF(국제탁구연맹) 규정에 따른다.

□ 기타사항

○ 참가신청 시 단식ㆍ복식(혼성 포함)ㆍ단체전 출전명단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는 색상이 다른 2벌의 경기복을 준비하여야 한다.

○ 시합구와 같은 색상(흰색)의 경기복은 착용할 수 없다.

○ 개인 단·복식의 경기장벤치에 앉는 대회 관계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체전 벤치석의 경우는 지도자 최대 2명으로 해당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포함하여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선수대기실로 집결해야 한다.

○ 경기 시작 후 10분이 경과 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격패 처리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해당 선수의 소속시도 대표가 사전에 해당 심판과 심판장에게 사유를 

고지한다.

○ 본 협회에서 모든 참가 선수 및 지도자의 등에 부착하는 이름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며,

이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는 출전 금지)

○ 기타 경기운영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 의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