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브라질 오픈대회
랭킹점수 20점
(브라질, 상파울루 / 2022년 10월 7일 - 10월 9일)
주최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개최

브라질탁구연맹
(Confederação Brasileira De Tênis De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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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남자 복식(MW4, MW8, MS14, MS18, MD22)
여자 복식(WW5, WW10, WS14, WS20, WD22)
혼성 복식(XW4, XW7, XW10, XS14, XS17, XS20, XD22)
등급분류 대상자 도착: 10월 5일
등급분류 : 10월 5일 ~ 10월 6일

날짜 및 장소

감 독 자 회 의 : 19월 6일
단 식 경 기 : 10월 7일~8일
복 식 경 기 : 10월 8일~9일
혼 복 경 기 : 10월 8일~9일
출
국 : 10월 10일
경기장 : Centro de Treinamento Paralímpico
Rod. Imigrantes, 11.5km –
Vila Guarani, SP, 04329-000, Brazil

규칙

신규 탁구규칙, 국제대회 규정 그리고 장애인탁구 특별 지시사항
(수시로 변경 가능)에 따라 대회가 운영된다.
탁구대

: San-EI Advanced W

(경기장 탁구대: 12)
장비

참가자격

공식

네트

: San-EI

공

: 729 40+*** (plastic seamless)

바닥

: PVC

ITTF Handbook 2021(http://www.ittf.com/handbook/)에 따라 자신의
국가협회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명

칭 : Confederação Brasileira De Tênis De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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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dir Oliveira
대회조직자

대회 운영팀

이 메 일 : edir@cbtm.org.br
전

화 : + 55 31 973360488

이

름 : Constantina Crotta

이 메 일 : crottatina@gmail.com
전

심판

화 : +30 694 700 9331

심

판1 : Juan Carlos Medina (VEN)

심

판2 : Maria José Ferrer Ferreira (BRA)

심

판3 : Pedro Lima (BRA)

신규등급 선수들은 여권사본을 ittfparaevents@gmail.com 으로 제출
해야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신규등급분류(1~10체급)
재등급분류(1~10체급)
지적등급분류(11체급)

16
4
0

등급분류 요청사항
ITTF 장애인탁구 등급분류 규정은 선수 등급분류 평가는 국제대회
중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에 국제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등급분류

선수들은 다음의 문서들을 작성해야 한다:
-동의서 (선수 본인에 의해 숙지/서명되어야 한다. 해당 선수가 만
18세 이하의 선수이거나 지적 선수인 경우, 코치 또는 지도자에 의
한 추가적인 서명이 요청된다.
-의학 진단서 (공인된 의료종사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날인 되어야
한다.)
대회 중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의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
(선수의) 국내협회(NA)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국내협회(NA)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1차 엔트리를 제출하고 나
면 상기 언급된 두 개 문서의 스캔본을 (적어도 대회 시작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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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 온라인 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http://paratabletennis.typeform.com/to/Ytyf4A
2. 선수는 다음의 서류들의 원본을 (대회 시작 2~3일전에 이루어지
는) 선수 등급분류평가 절차 시작 시점에 최고 등급분류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
3. 해당 선수가 (선수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수 등급분류 평가 절차동안 해
당 의료 정보를 등급분류 패널에게 제시해야 한다.
등급분류 관련 요청문서들과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www.ipttc.org/classification/documents.htm
국가당 엔트리 제한 : 각 이벤트 별 4명
최대 엔트리 제한 : 최대 160명
참가정원

1차 엔트리 제출 이후 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참가인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각 국가협회당 출전하는 수에 제한을 두어 최대한 많은 나라
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협회에 의해 보증되거나 제출된 참가신청서만이 접수된다.
(각 국가의 패럴림픽위원회는 이러한 참가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즉
시 국가협회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국제장애인탁구대회에 최초로
참여하는 신규 선수들의 경우, ITTF에 유효한 여권의 스캔 본을 반드
시 보내야한다. (ITTF 등록매니저 이메일주소 하단 참고)
모든 선수들은 ITTF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위해 본인의 유효한 여
권을 지참해야 한다.
참가신청절차
1차 참가신청
비 자 신 청
2차 참가신청
비 행 정 보
참가자명단

:
:
:
:
: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8월
9월
9월
9월
9월

8일 (참가자 수)
7일
7일 (참가자 명단)
19일
30일

LOC에 의거하여 세부 비행정보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그 어
떤 국가협회는 공항 또는 역에서 수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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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엔트리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대회조직

tmb@cbtm.org.br

ITTF 엔트리 매니저

ittfparaevents@gmail.com

• 개인단식
4인 1조로 리그전 진행, 각 그룹 상위 2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진출.
경기 일정이 너무 빠듯할 경우 조직위는 3인 1조로 편성할 수 있다.
경기방식
• 복식/혼성복식
4팀을 1조로 리그전 진행, 각 그룹 상위 2팀이 토너먼트 진출. 경기
일정이 너무 빠듯할 경우 조직위는 3팀 1조로 편성할 수 있다.

시드배정

복장

모든 경기의 시드배정은 추첨 당시 가장 최근의 ITTF PTT의 랭킹 리
스트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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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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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태
1인실
2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2인실

가격
800 USD
610 USD
500 USD
110 USD
80 USD
80 USD

관람객과 추가 인원은 경기장에 진입할 수 없다. 위 패키지는 선수
와 코치, 선수 보조를 위한 필수 인원의 스탭에게만 제공된다. 현금
지불은 허가되지 않는다. 모든 은행수수료는 송금인이 부담한다.

참가비 납부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수취인명 : CONFEDERAÇÃO BRASILEIRA DE TÊNIS DE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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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주소: Rua Henrique de Novais 190 - Botafogo - Rio de
Janeiro
은행이름 : SANTANDER BANK
계좌번호 : 130002912
BIC(SWIFT) : BSCHBRSPXXX"
IBAN : BR9890400888039350130002912C1
은행주소: Rua Voluntários da Pátria, 138 – Botafogo – Rio de
Janeiro
지출 세부내용: BRA Para Open + Country code
참가비 지불 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는 송금자 부담.

호텔 이름

공식호텔

호텔 1

호텔 주소

Hotel Intercity Ibirapuera

Av. Ibirapuera, 2577 - Moema, São
Paulo - SP, 04029-200, Brazil

대회조직위원회는 팀과 직원들에게 다음의 공항들과 기차역에서 공
식 호텔까지 수송을 제공할 것이다.
수송

공항 및 기차역

코드

*인당 가격

Guarulhos/Sao Paulo

GRU

-

취소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 1차 참가신청 후, 2차 참가신청 전의 취소: 250 EUR
- 2차 참가신청 후 취소: 총 참가비의 60%
참가취소정책

- 도착일 1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CM와의 협의를 통해 대회조
직위원회가 결정한다. 참가비 전체 환불 또는 일부 환불에 대한 것
은 해당 선수가 병원 입원 등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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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귀국하기 전 PCR 검사가 필요한 선수단은 조직위원회 매니저와 일
정을 잡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 5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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