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표
휠체어럭비 (선수부)
종별 및 세부종목

구분
쿼드(Quad)

장애유형
절단 및 기타장애

성별
혼성 (남, 여)

비고

종목 장애구분 성별
등급점수
비고
절단 및 남 0.5 1.0 1.5 2.0 2.5 3.0 3.5
쿼 드 기타장애
여 0.5 1.0 1.5 2.0 2.5 3.0 3.5
* 등급점수 판정기준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등급분류 규정에 의거 분류하며 반드시
매년 등급을 받아야 경기 참여가 가능
유니폼 규정

참가자격
❍ 2017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도 등급을 받은 선수로 팀 구성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주최하는 휠체어럭비대회에서 출전권을 획득한 팀

❍ 팀의 복장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하며, 밝은색과 어두운색 두 가지를 준비하여 진행
❍ 유니폼내의 색상은 반드시 유니폼 색상과 동일하게 유지
❍ 선수의 하의 색상은 검은색 혹은 팀 내 색상이 동일한 색상을 유지
❍ 기타 유니폼에 대한 규정은 휠체어럭비 규정집 3장 21조를 참고
❍ 선수번호는 유니폼 좌측상단과 등에 위치하며, 1-15, 20-25, 30-35, 40-45, 50-55번을
배정하여 제작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쿼드 : 감독, 코치, 트레이너 외 선수는 각 시･도 팀당 12명 이내에 신청

기타 장비
❍ 휠체어는 반드시 부상방지를 위해 규정에 맞춰 제작 혹은 개조 하여 진행

경기방법

❍ 휠체어는 반드시 대회 전 협회에 등록된 휠체어만 사용 가능

❍ 참가팀에 의하여 조별리그 혹은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로 하며, 순위전(1위~8위)을 실시

❍ 휠체어 개조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휠체어럭비 규정집 4장을 참고

❍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에는 승패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전(3분)을 실시

❍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휠체어에 골반 스트랩을 착용

❍ 공격제한 시간은 40초로 진행

❍ 손 보호구 및 돌출부는 쿠션으로 보호 하여 진행

❍ 모든 경기규정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 휠체어럭비 규정집에 의해 진행
❍ 45세 이상(73년생부터 적용)의 선수가 참가할 경우 코트 내 등급합계 0.5를 추가
❍ 여성선수가 참가할 경우 코트 내 등급합계 1.0을 추가
❍ 페널티 수행 시 정해진 순서와 위치에서 진행
❍ 경기 중의 소청은 파울, 바이얼레이션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불가
❍ 경기 지연에 대하여 테크니컬 파울 강화
❍ 득점 찬스의 스피닝 파울은 플라그란트 파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