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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드민턴

□ 종별 및 세부종목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 중 고

청각장애 DB 남 여 단식, 복식 통합

지적(발달)장애
IDD 남 여 단식, 복식 ㅇ 통합

IDD 남 여 혼성복식 × 통합

□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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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경기임원: 6인 이내(감독 1명 외 5명)

○ 선    수: 12명 이내, 1인 2개 세부종목까지 참가가능

○ 참가신청서 작성 시 종별 및 세부종목구분(초ㆍ중ㆍ고) 정확히 기재할 것

□ 경기방법

○ 토너먼트 경기로 한다.

○ 점수(랠리포인트)

- 초등부(IDD): 남,여 단/복식 15점(3게임)

- 초,중,고 통합부(DB, IDD): 남,여 단/복식 21점(3게임)

○ 대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

□ 경기규정

○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규정에 의함

○ 현장즉시검토시스템(IRS)

1. 현장즉시검토시스템(IRS)

1-1. IRS가 운영 중일 때 코트에서 선수/조는 라인저지의 판정 및 엄파이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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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에 대해서 챌린지 요청을 할 수 있다.

1-2. 만약 라인저지가 못 보았고, 엄파이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엄파이어는

재확인 요청 할 수 있다.

2. 선수 챌린지

2-1. 셔틀이 바닥에 닿고 판정이 내려지는 즉시 요청되어야 한다.

2-2. 선수의 챌린지를 받은 즉시, 엄파이어는 기술임원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기술

임원은 IRS를 통해서 판정을 재심사 한다.

2-3. 라인저지 또는 엄파이어가 내린 판정이 틀렸다면 선수의 챌린지는 성공이며,

라인저지 또는 엄파이어의 판정은 바뀐다.

3. 챌린지 권리 상실

3-1. 선수/조는 각 게임당 라인판정에 대하여 최대 2회 실패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챌

린지를 신청할 수 있다.

3-2. 검토 후 최초 판정이 정확했을 경우, 선수/조는 1회의 챌린지 권리를 상실 한다.

3-3. 선수/조가 챌린지 2회 모두 실패하면, 해당 게임 중 챌린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상

실한다.

3-4. 선수/조의 챌린지가 성공하면, 챌린지 요청 권리를 다시 찾고 사용했던 해당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3-5. 엄파이어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1-2.와 같이), 어떠한 선수도 챌린지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 경기복은 남ㆍ여 상하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경기복에 한한다.

○ 복식조는 동일한 색상의 경기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선수는 유니폼 뒷면 중앙에 각자의 소속 시·도 및 참가선수 성명(한글)을 다음

규격(가로25㎝ × 세로15㎝)으로 필히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