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패럴림픽 세계 쿼터획득
토너먼트 대회
(슬로베니아, 라스코 / 2020년 5월 9일 - 5월 11일)
주최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개최

슬로베니아탁구협회(Slovenia Table Tennis Association),
슬로베니아장애인체육협회(NPC Slovenia)
남자 개인단식(1, 2, 3, 4, 5, 6, 7, 8, 9, 10, 11)
여자 개인단식(1-2, 3, 4, 5, 6, 7, 8, 9, 10, 11)
*참고

종목

∙ 여자 Class 1과 2는 등록된 선수 수와 관계없이 통합된다.
∙ 나머지 등급 또한 아래 등급부터 4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때까지 통합될 수 있다.
∙ 통합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 1-5등급과 6-10등급

∙ 1-5등급 통합과 6-10등급 통합 또는 11등급에서 4명 이하의 선수
들이 출전한다면, 그 그룹의 경기는 진행하지 않는다.

날짜 및 장소

훈

련 : 5월 8일

도

착 : 5월 8일

경

기 : 5월 9일~5월 11일

출

국 : 5월 12일

경기장 : Sports Hall Trililije Pozenelova ulica 22
3270 Lasko, Slovenia

규칙

장비

신규 탁구규칙, 국제대회 규정 그리고 장애인탁구 특별 지시사항
(수시로 변경 가능)에 따라 대회가 운영된다.
경기탁구대 : San-Ei Absolute-W Advanced Blue 12대
연습탁구대 : San-Ei Absolute-W Advanced Blue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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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

트 : San-Ei Integral black

바

: 729 40+ *** white (plastic seamless)

참가자격

닥 : Taraflex red color

ITTF Handbook 2019의 4.6.1 규정에 따라 패럴림픽 게임에서 자신
의 국가(NPC)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명
공식
대회조직자

대회 운영팀

심판장

칭 : Slovenia Paralympic Committee

담 당 자 : Tanja Cerkvenik
이 메 일 : sloveniaopen.tt@gmail.com
전

화 : +386 1 5300 896

팩

스 : +386 1 5300 894

이

름 : Steven Lee (AUS)

이 메 일 : winglee.steven@gmail.com
전

화 : +61 414 675 338

이

름 : Constantina Crotta (GRE)

부심이름 : Cyril Sen (MAS), Matija Krnc (SLO)

ITTF는 본 대회에 국제등급분류사가 배정되지 않는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선수들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2020년 이후 등급 상태를 확인 받았거나 등급 상태가 변하지 않
등급분류사

은 선수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등급분류카드를 발급받은 선수
- 2013년 1월 1일 이후 ITTF에서 허가한 장애인 토너먼트 대회에 최
소 1회 이상 출전한 선수
- Qualification Guide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가(NPC)로부터 출전
자격을 부여받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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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참가 가능한 최대 선수의 수가 각 체급, 성별로 제한한다:
각 나라는 한 등급 당 남 1명, 여 1명이 참가할 수 있다. 만약 국가
(NPC)에 한 등급과 성별 당 3명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선수들이 있다
참가정원

면, 더 이상의 출전을 제한한다.
선수는 그/그녀의 국제등급분류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등급에서만 경
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적은 선수 출전으로 인해 그/그녀의 등
급이 다음 등급들과 통합될 수 있다.

국가(NPC)에 의해 보증되거나 제출된 참가신청서만이 접수된다.
1차 참가신청(참가자 수)

마감일: 2020년 3월

4일

2차 참가신청(참가자 명단)

마감일: 2020년 4월 10일

금액 납부

마감일: 2020년 4월 13일

세부 비행정보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24일

1차 엔트리 제출을 권고한다. 참가정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NPC)
가 2차 엔트리 또는 금액 납부를 마감일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참가신청절차

엔트리는 취소된다.
LOC에 의거하여 세부 비행정보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국가
(NPC)는 공항 또는 역에서 수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엔트리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대회조직

sloveniaopen.tt@gmail.com

ITTF 엔트리 매니저

ittfparaeven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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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식
첫 번째 스테이지는 짝수의 선수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리그전 방식
으로 진행된다. 한 그룹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되고 우선적
으로 4명으로 한 그룹을 구성한다. 대회 스케쥴이 너무 빠듯한 경우
대회 운영팀(CM)이 3명의 우선권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참가
자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종목은 토너먼트 없이 리그전 방식으로
만 진행된다. 각 그룹 상위 2명의 선수가 다음 스테이지로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모든 경기는 5판 3선승제로 진

행된다.
경기방식

• 일반사항
대회 운영팀(CM)과 심판장이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그룹의 숫자
를 결정한다. 만약 한 종목에서 그룹의 수가 2의 배수(2, 4, 8 등)가
아닌 경우, 가장 높은 순위의 선수가 속해있던 그룹에서 승리한 선
수/팀이 순위에 따라 본선 토너먼트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부전승을
거둔다. 모든 경기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이 경기는 쿼터획득 토너먼트 대회이므로 랭킹 포인트를 수여하지
않는다. 각 경기의 승자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메
달은 수여하지 않는다.

시드배정

대표자회의

모든 경기의 시드배정은 추첨 당시 가장 최근의 ITTF PTT의 랭킹 리
스트에 따라 진행된다.
2020년 5월 8일 20:00, Hotel Thermana Lasko Wellness Park에서
실시 예정

대진추첨은 다음의 날짜에 진행된다.
대진추첨

개인단식 대진추첨 : 2020년 5월 8일
첫 번째 대진추첨은 대표자회의 전에 완료되며, 회의 중 대표자들에
게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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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벤치멤버

18.1 개인단식경기 시 코치 1명(펜스 뒤)
18.2 펜스 뒤나 경기장 주변에 다른 선수들과 임원들이 위치할 수
없다. 의료진에게는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제공될 것이다.

복장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수들은 등판에 본인의 이름 및 협회
(국가)코드 3글자가 포함된 셔츠를 시합 시 착용하기를 요구받는다.

장애인탁구대회의 경우, 엔트리 비용에 수송, 숙식, 그리고 참가비가
모두 포함된다. 엔트리 비용은 대회 조직위에 아래와 같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한다:
상품
기본 등록

참가비
추가 등록

일수(박)
4
4
4
1
1

설명
수송, 숙식 포함
수송, 숙식 포함
1&11체급 보호자
+1박, 수송, 숙식 포함
+1박, 수송, 숙식 포함
수송, 숙식 미포함

참가비만

숙박형태
1인실
2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가격(유로)
1080 EUR
760 EUR
580 EUR
160 EUR
120 EUR
250 EUR

그 어떤 관람객이나 서포터즈는 위의 패키지 중에서 가능 상품이 있
는지 반드시 조직위에 문의 해봐야한다. 현금 지불은 허가하지 않는
다.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수치인명 : Zveza SIS-SPK
은행이름 : Abanka Vipa d.d. Ljubljana
계좌번호 : SI56 0510 0800 0024 242
참가비 납부

BIC(SWIFT) : ABANSI2X
IBAN : SI56051008000024242
은행주소: Slovenska 58, 1000 Ljubljana
지출 세부내용: WQT+나라코드
참가비 지불 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는 송금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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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름

호텔 1

공식호텔

HOTEL

호텔 주소

WELLNESS

PARK

LASKO***

Zdraviliska c. 6
3270 Lasko
Phone: +386 3 73 48 900
Zdraviliska c. 4

호텔 2

HOTEL ZDRAVILISCE LASKO****

3270 Lasko
Phone: +386 3 73 45 111

대회조직위원회는 팀과 직원들에게 다음의 공항들과 기차역에서 공
식호텔까지 수송을 제공할 것이다.
공항 및 기차역

수송

코드

*인당 가격

Ljubljana Airport

LJU

0 EUR

Maribor Airport

MBX

0 EUR

Graz Airport

GRZ

0 EUR

*인당 가격: 위 가격은 일반적인 참가비를 지불하는 참가자에게 적용
된다. “참가비만”을 지불하는 참가자에게는 수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다른 참가 선수들과 시합을 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모든 선수는 대회 기간에 ITTF 반도핑, 반차별,
등급분류정책, 불법 도박 및 경기운영 절차 동의한다. 참가신청서는
의무사항

지명된 협회 책임자 및 팀 멤버에게 서명된 동의를 포함해야 하고,
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엔트리는 동의가 포함되기 전까지 접수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의료, 여행, 기타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협회, 선수 또는 팀 멤버에게 있다.
경기에 참가하면서 모든 참가자는 ITTF의 규정 및 조직위원회의 규
정에 따를 것을 동의 한다. 모든 협회, 팀, 개인 선수들은 TV중계, 영

텔레비전,

상, 인터넷 중계, 영화, 사진 보도 등과 관련해서 ITTF 및 ITTF 대리

영상, 인터넷

인의 규칙적용에 따를 것을 동의 한다. 참가자는 상기의 사항에 관

광고 규칙

해서 대회 기간 동안 본인 및 대리인, 스폰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
야 한다. 어떠한 참가자라도 요청이 있을 시 기자회견 또는 메달 수
여식에 즉시 참석해 ITTF 및 주최 협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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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26.1 - 1차 참가신청 후, 2차 참가신청 전의 취소: 1차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26.2 - 2차 참가신청 후 취소: 1차 참가비 + 참가비의 30%가 환불이
참가취소정책

불가하다. 총 참가비의 60%
26.3 - 도착일 1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회 운영팀(CM)과의
협의를 통해 대회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은 당
선수가 병원 입원 등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된다.
비자신청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예: 초청장) 대회조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직책
-여권번호과 여권만료일

비자

-비자가 필요한 참가자의 여권 스캔본
주의: 비자발급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ITTF 또는 대회조직자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 협회는 비자를 제때 받기
위해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자는 비자 발급을 위
해 제공된 위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권한이 공유됨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평균 예상 기온 : 9~22 ℃

추가정보

강수량 : 87 mm
습도 : 70%

참가요강과 함께 첨부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
28.1 엔트리양식:
첨부자료

28.1.2 엔트리 비용 양식
28.2.1 선수이름 포함된 단식전 양식
28.2.3 룸 리스트
28.2.4 수송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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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관련 추가 정보
∙ 훈련: 5월 4일~8일, 5월 17일~19일
∙ 금액: 100 EUR/인
∙ 담당자: Gorazd Vecko (gorazd.vecko@gmail.com)
Ales Letonja (sloveniaopentt.transport@gmail.com)

추가 예약

*수송 관련 추가 정보
∙ Vienna-Lasko : 125 eur/인
∙ Vienna-Lasko-Brastislava : 250 eur/인
∙ Vienna-Lasko-Vienna : 250 eur/인
∙ Lasko-Bratislava : 125 eur/인
위 금액은 25인 이상의 단체에게 유효하다. 25인 미만의 단체나 개
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람.
Ales Letonja: sloveniaopentt.transpo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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