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해외동포부문)
4. 참가자격

사.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재외한인체육단체선수는출생지또는등록지에구애됨이없이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으
로 참가하여야 한다.다만,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에 참가종목이 없는 경우 일반부에 한
하여 출생 등록기준지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출생지로 참가할 수 있다.

2)재외한인체육단체선수단의참가종목은다음과같으며재외한인체육단체별도경기로운영
한다.

가) 축구 (남자일반부)
- 경기는 참가팀의 수에 따라 리그전 또는토너먼트(순위전)로진행할 수있다.
- 반드시 개인별 참가신청서(대한체육회 양식)를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당일 여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테니스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경기종목 :단식(단체별 1명),복식(단체별 2명)
- 경기는 참가팀의 수에 따라 토너먼트(순위전)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볼링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경기종목
․ 단체경기 :3인조전,5인조전,
․ 개인경기 :마스터즈,개인전,2인조전
- 참가인원 :각부별 6명이내(3명 미만 시 참가 불가)
라) 골프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경기종목 :단체전 및개인전
- 참가인원 :각부별 2명(2명 미만시 참가 불가)
- 경기장 사정에 따라 컷오프 (36홀 경기 후)
마) 탁구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경기종목 :개인전 단식,혼합복식
- 참가인원 :각 부별 1명
-혼 합복식은 참가국 남·녀 각부 1명이1조를이루어 참가
- 남·녀각 1명 씩 참가하지 않는국가는 혼합복식 참가 불가
바) 스쿼시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경기종목 :개인전
- 참가인원 :각부별 1명
사) 태권도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 남자일반부 :개인전 4체급(-58㎏급,-68㎏급,-80㎏급,+80㎏급)
- 여자일반부 :개인전 4체급(-49㎏급,-57㎏급,-67㎏급,+67㎏급)
- 참가인원 :각 체급별 1명씩 참가(최대 남자선수 4명,여자선수 4명)
- 경기방법 :각 체급별로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가 3명 미만 참가 시 경기는
국내선수와 경기를 진행

3) 개인 경기종목은 회원종목단체가 참가 신청한 선수의 경기력을 인정하여 대회참가를 허용

할경우에한하여참가가능하며시․도지부선수와같이대진한다.

4) 상기 2),3)항 이외의 종목으로 개인경기단체전 종목및 단체전 종목에는 참가할 수 없다.

5)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대한체육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임원․선수는 출전비를 지급하지 않으
며,임원․선수가 타종목의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신청은 인정하지아니한다.
- 재외한인체육단체 별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2000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로
한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외국에3년이상(대회개시일기준)장기체류하거나영주권을취득한 자(영
주권 사본 및 재외공관이 발행한 체류기간이 명시된 거주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참가)
-국적을불문하고한민족의혈통을지닌자로서외국에서거주․생활하고있는자
-프로선수 및 프로 선수경력이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선수로 등록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회에 참
가할 수 없다.(2013.10.12.이후 불가)
-전국체육대회 개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선수를 교체할 수 없다.
-참가신청 후 불참하거나 무자격 선수 출전 시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을 적용한다.

6) 재외한인체육단체 세부 참가요강은 별도로 각 단체에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