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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트라이애슬론 (선수부)

□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유형 스포츠등급 성별 세부종목 비고

지체장애

(휠체어)
PTWC(휠체어) 남/여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등급별

개인전

지체장애

*PTS2 남/여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PTS3 남/여

*PTS4 남/여

*PTS5 남/여

시각장애 PTVI1∼3 남/여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통합

(개인전

팩터값

적용)

[등급분류표]

구분 내용

지체

PTWC

(휠체어)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일상적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이며,

선수는 반드시 사이클 코스에서 핸드 사이클을 타야하고 달리기 부분에서는 경주용

휠체어를 타야 한다.

PTS2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절단으로 인하여 스포츠등급 분류시

심각한 손상으로 분류되고 또는 이와 동등한 운동 실조 및 근육 기능 장애로 인하여

자전거및달리기종목에서승인된보철또는다른지지장치를사용할수있다.

PTS3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절단으로 인하여 스포츠등급

분류시 중대한 손상 또는 이와 동등한 운동 실조 및 근육 기능 장애로 인하여

자전거 및 달리기 종목에서 승인된 보철 또는 다른 지지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PTS4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절단으로 인하여 스포츠등급

분류시 약간의 손상 또는 이와 동등한 운동 실조 및 근육 기능 장애로 인하여

자전거 및 달리기 종목에서 승인된 보철 또는 다른 지지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PTS5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사지 결핍 또는 손상된 근력으로 인하여

스포츠등급 분류시 경미한 장애 또는 이와 동등한 운동 장애를 가진 선수를 포함하고

자전거 및 달리기 종목에서 승인된 보철 또는 다른 지지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시각 PTVI1∼3

ㅇ 이 스포츠등급의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완전 또는 일부 시각적 손상으로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IBSA)에서 분류한 B1, B2, B3로 정의한다.

시각 선수는 가이드와 함께 경기를 해야 하며, 자전거 경주시 2인승 탠덤

사이클을 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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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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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정한 트라이애슬론 종목 등급분류사를 통해 스포츠등급을 소지한 

자만 참가 가능

□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시ㆍ도별 선수 구성: 참가 신청 시 세부 종목별(개인전) 3명 이내에서 참가 신청 가능

* 시각장애는 파일럿 포함 최대 6명(선수3명, 파일럿3명)까지 가능

   - 등급분류에 따라 1인 1개 종목만 신청 가능

○ 시ㆍ도별 임원 구성: 인솔코치 등 1인 이상의 인솔 인원 구성

□ 경기방법

○ 세부종목별 참가인원에 따라 등급별 개인전 순위제 방식으로 경기 운영

○ 종목별 코스는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로 순의 패럴림픽 코스로 진행되며 

세 종목의 합산 기록을 가지고 최종 순위를 정한다.

○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ITU(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장비 규정에 부합하는 장비여야 한다.

   - 등급별 장비

등급 성별 사용 장비 비고

PTWC 남/여 핸드 사이클, 경주용 휠체어

PTS2∼5 남/여 사이클
달리기 종목에서

의족사용 가능
PTVI1∼3 남/여 탠덤 사이클

○ 각 등급별 선수들은 트렌지션(바꿈터)에 조력자를 배치 할 수 있다.

* 조력자는 경기전 사전 등록 후 ID카드를 받은 자만의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 PTWC의 경우 조력자 1명

   - PTS2~5 경우 조력자 1명

   - PTVI 경우 별도의 조력자가 없으며 가이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조력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선수의 보조기구 착용을 도와준다.

     · PTWC 선수의 사이클 승하차를 도와준다.

     · 선수의 경기복 환복을 도와준다.

     · 사이클 거치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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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등급의 경우 최종 경기기록에서 팩터값을 적용하여 기록에 합산 한다.

등급 PTVI1(남자) PTVI2/PTVI3(남자) PTVI1(여자) PTVI2/PVI3(여자)

팩터값 0:00 +3:16 0:00 +3:42

○ PTVI 시각 등급의 파일럿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현 비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엘리트 선수는 파일럿으로 참가 할 수 없다.

* 은퇴 2년후 부터 파일럿으로 참가 가능

○ 사이클 경주시 뒤따르기(드레프팅)를 금지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시간에 늦은 선수는 자발적으로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격 처리된다.

□ 기타사항

○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출전 시·도 및 개인이 준비한다.

* 장비 준비가 어려운 시·도는 KPC가 보유한 장비에 한해서 신청 시·도에 한해 우선적으로 대여를

해줄 수 있다.

○ 대회전 모든 참가 선수들은 경기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 검차 시 반드시 경기규정에 준하는 복장과 장비를 구비 후 검차를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된 복장과 장비가 발견 시 실격 처리 될 수 있다.

○ 선수 배번 및 라인 배정은 주최측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경기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