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패럴림픽 쿼터획득
토너먼트 대회
(Paralympic World
Qualification Tournament)
국내 참가 신청 요강

『 2020 패럴림픽 쿼터획득 토너먼트 대회』

국내 참가신청 요강
1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20 도쿄 패럴림픽 쿼터획득 토너먼트 대회
(Paralympic World Qualification Tournament)
○ 대회기간 : 2020년 5월 9일(토) - 11일(월)
○ 대회장소 : 슬로베니아, 라스코
○ 대회주최 : ITTF
○ 대회주관 : ITTF / 슬로베니아 장애인체육회

2

경기방식

○ 대회 참가요강 참조 :
http://tt.koreanpc.kr/board/post_view?board_idx=31&post_idx=30914&page=
1&no=261

3

진행일정

일자
2020년 3월 19일(목)
2020년 3월 31일(화)
2020년 4월 1일(수)
2020년 4월 10일(금)
2020년 4월 10일(금)
2020년 4월 12일(일)
2020년 4월 13일(월)
2020년 4월 17일(금)
2020년 4월 22일(수)
2020년 5월 7일(목)
2020년 5월 9일-11일
2020년 5월 12일(화)
※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동발생에 대한 대비

내용
국내 참가신청 요강 공지
국내 참가신청 마감
ITTF 2020년 4월 국제랭킹 공지
2020 도쿄 패럴림픽 쿼터 확보 1차 명단 공지 - ITTF
최종 엔트리 제출
참가대상자 참가비 납부 완료 (선수>협회)
참가비 송금완료 (협회>슬로베니아)
항공일정 확정 (선수>협회)
세부 비행정보 제출 (협회>슬로베니아)
출국
대회
입국
/ 항공예약은 협회에서 진행예정 – 코로나19 상황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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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신청

가.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 마감일 : 2020년 3월 31일(화) 15:00까지
- 신청 명단공지 : 2020년 4월 1일(수)
- 최종명단 공지 : 2020년 4월 10일(금) 예정
○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후 소속 시도장애인탁구협회를 통한 제출

# E-mail → kttad@hanmail.net
나. 시·도 장애인탁구협회 현황
시도

담당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1

서울

윤동기

사무국장

010-3663-8811

sttad@daum.net

2

경기

지창석

전무이사

010-3723-6398

cschi0408@hanmail.net

3

인천

김남인

사무국장

010-7360-8866

ittad@hanmail.net

4

강원

박상헌

전무이사

010-9316-5960

sskypsh@hanmail.net

5

대전

이덕진

사무국장

010-7243-1256

instargold@naver.com

6

대구

장형익

사무국장

010-3549-3191

jangjw0033@naver.com

7

부산

박선희

전무이사

010-4847-1120

bttad@hanmail.net

8

울산

홍순석

사무국장

010-4848-5403

janghan03@hanmail.net

9

광주

김창휘

사무국장

010-5271-4816

kcw@hanmail.net

10 경남

서종호

전무이사

010-9393-5656

frog5656@daum.net

11 경북

한영덕

사무국장

010-3372-8288

gbttad@daum.net

12 충남

전은정

전무이사

010-3830-0700

cnttad3033@nate.com

13 충북

김용연

전무이사

010-8522-0913

kyy13400@naver.com

14 전남

오영종

전무이사

010-6865-9655

yojo916@hanmail.net

15 전북

강종수

사무국장

010-3658-1508

jskang2019@hanmail.net

16 제주

백혜경

전무이사

010-6712-3085

. jean_78@hanmail.net

17 세종

홍준옥

전무이사

010-4312-7278

sejongttad@naver.com

※ 반드시 해당 시․도 지부로 경유하여 신청
※ 본 협회 등록된 선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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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대상 및 참가자격부여 기준

○ 참가 신청 대상 기준
중점
신
청
대
상

- 2020년 이후 등급상태를 확인 받았거나 등급상태가 변하지 않은 선수
등급분류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등급분류카드를 발급받은 선수
(국제기준) - 2013년 1월 1일 이후 ITTF에서 허가한 대회(장애인탁구)에 최소 1회
이상 출전한 선수

기
준

그외

자격부여
(참가자격)

8

자격 및 선발전

- 상기 기준의 국제등급분류를 획득한 선수
- 2020년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
- 2020년 지도자등록을 완료한 지도자
- 해당 대회는 자부담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 각 등급별 신청 대상자 중, 2020년 4월 10일(금) 이전 ITTF로부터
공지되는 지역선수권대회 및 세계랭킹 출전 슬롯 할당 대상 명단에
해당되는 선수는 자동 제외된다.
(아시아지역선수권 등급별 1위자 및 세계랭킹으로 쿼터 확정자에
대하여 쿼터 확보가 완료됨에 신청명단에서 제외됨)
- 각 등급별 2020년 4월 1일(수)에 ITTF로부터 공지되는 2020년 4월
국제랭킹 기준 순위 순으로 참가자격 부여함
- 등급과 성별에 따라 최대 3명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등급의 경우는
출전제한에 따라 2020년 4월 10일(금) 이전 ITTF로부터 공지되는
지역선수권대회 및 세계랭킹 출전 슬롯 할당 대상 명단에 3명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 등급에 대하여 출전이 불가함
(ITTF의 쿼터 확보 1차 명단에 따라 각 등급별 3명의 참가자격이
확보된 등급은 토너먼트 대회의 참가가 불가함)

유의사항

○ ITTF의 2020 도쿄 패럴림픽 쿼터 확정 1차 명단 공지 전, 신청 접수이기에 쿼터
확보가 확실시 되는 선수의 경우도 신청을 진행하여, 차후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 ITTF 공지사항에 의거, 참가자격이 부여되었을 경우 참가의사 확정과 참가비 납
부를 빠르게 하여 기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함 – 지키지 못할 경우 엔트리
자동취소 (대회 참가요강에 명시됨)
○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선수가 참가의사를 포기할 경우는 기한마감일 전에 의사를
표명하여, 차순위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타선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
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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