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핫 민턴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 스포츠로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 목적 : 생활체육 대회의 질적 수준 향상
▣ 운영방향 : 스포츠 참여 동기 유발 및 스포츠 교류 확대
▣ 대회개요
＊대회명 : 2020년 핫 민턴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대회일시 :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오전 8시 (1일간)
＊대회장소 : 남양주 화도 체육 문화센터
＊주최 : 핫 민턴
＊주관 : 핫1734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 참가신청 : seoji192@daum.net (이메일 접수) /*문의 : 010-4302-3778*
(메일 접수 후 대표자는 확인 문자요망)
▣ 운영요강
＊ 출전자 참가자격 :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 누구나 참여 가능 (국내 외 개인 및 단체)
▣ 급수 적용 범위 : 전국 배드민턴 대회 기준이며 스포넷 검색기준 출전가능
▣ 이의신청기간 : 2020년 1월 5일 ~ 7일 자정까지
▣ 참가팀 공지 : 스포넷 공지 (2020년 1월 3일 공지)
＊이의신청 접수되어 확인 된 경우 상향조정되며 동의 하지않을시 참가비는 환불 되지않음＊
*이의 신청기간 이후 이의를 제기 할수없음*
▣ 부정 출전자 상벌조치
＊ 출전 자격 상실 및 전적 몰수 / 참가비 반환불가
＊ 입상시 시상품 반환 / 미이행시 이후 본 대회 출전불가
▣ 경기 진행방법
＊예선 : 리그전 21점 랠리포인트, 세팅없음 (1세트를 원칙으로 함)
＊본선 : 토너먼트 21점 랠리포인트, 세팅없음 (1세트를 원칙으로 함)
＊본선 진출기준 : 3팀이상 (조 1위 본선진출)
＊3개조일 경우 : 각조 1위팀 진출하며 와일드카드로 전체 득실 점수로 4위가 진출한다
*대회 콕은 업튼 골드콕을 사용함
★ 참가 기념품 (중복 지급 불가) ★
★ 경품 당첨자는 명단 공지 ★

▣ 참가비 입금 계좌 : 농협 221136-56-070831 손복남
＊입금은 출전자 이름으로 신청과 동시에 입금
▣ 대회 진행
1. 이긴 시합 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두팀이 동률일때는 승자승 원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3. 3명 또는 그 이상이 선수가 동률일 경우 이긴 경기의 총 점수에서 진 경기의 총 점수 차로
결정한다
4. 3항에서 두팀이 동률일 경우는 승자승 원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5. 4항에서 3팀 또는 그 이상의 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이긴 게임의 총 수에서 진 게임의 총
수 차로 결정한다
6. 5항에서 2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
7. 5항에서 3팀 또는 그 이상의 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총득점 총실점으로 결정한다
8. 6항에서 2팀이 동률일 경우는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
9. 6항에서 3팀 또는 이상의 팀이 동률일때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10. 참가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의 제시요청시 제시하여야한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신분확인 카톡,문자,사진확인가능)
11. 대회 당일 급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2. 대회 당일 코트가 비워진 후 5분이내 출전하지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 대회문의 : 010-4302-3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