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라스베가스 전민련 초청 

배드민턴 대회 

규칙과 규정 

                                                      

I.     공인:  WCBF (World Chinese Badminton Federation) 

II.           주최: WCBF USA (World Chinese Badminton Federation ‐ 미국지부) 

III.        날짜: 2018 년 7 월 18 일 금요일 부터 7 월 22 일 일요일 까지 

IV.  장소: South Point Casino and SPA Hotel 

(9777 Las Vegas Boulevard South, Las Vegas, Nevada  89183  United States) 

V.   경기종목: 

(A) 자강조 (나이 제한 없음):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④ 여복⑤ 혼복 

(B) 일반조:  

35 +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40+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45 +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50+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55 +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60 +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65 +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70+  Age 

Group: 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75+  Age Group① 

남단② 남복③ 여단 ④ 여복⑤ 혼복  ⑥부부복식  

10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최소 40 세 이상이여야함) 

 11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 (최소 45 세 이상이여야함) 

12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최소 50 세 이상이여야함) 

13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최소 55 세 이상이여야함) 

14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 (최소 60 세 이상이여야함) 

150 세 나이합산조:  ①  남복② 여복③혼복    (최소 65 세 이상이여야함) 

  



★ (예: 2018  ‐  1983 =  35 세, 1983년이후 출생자는 일반조 신청할수없다. )  

 

VI. 자격: 

A) 배드민턴 동호인이면 국적 종교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 할수있다  

B) 모든 신청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건강한 몸으로 참가 해야한다 

C) 대회본부는 게임중 발생하는 어떤 부상이나 사망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는 제외)  

D) 1 인 2 종목까지  출전 가능 

E) 나이 합산조는  남복 여복 혼복중 한종목만 출전할수있다 

F) 단식 남복 여복 혼복중 한 분야만 출전 할수있다.  (예: A 선수 가  45+ 단식에 

출전하면 다른 단식게임등에 출전할수없고 복식이나 혼복에 출전해야한다).   

G)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 현 국가대표 출신은 50 세 이하는 일반조로 출전할수 

없고 자강조로만 출전 가능하다 

H) 전 현 국가대표 및 선수 출신은 50 세 이상이면 일반조에 참가 할수 있으나 

선수 출신 끼리 파트너로 같이 출전 할수 없다    

I) 일반조는 나이보다 낮춰 나갈수는 있으나 높여 나갈수는 없다  

J)  한 종목  출전팀이 3 팀이 되지 않으면  다른조와 합칠 수 있거나  취소 될수도 있다  

 k) 부부조로 출전하는 선수들은 팀 대표에게 부부라는 것을 입증 해야한다 

      ★  출전선수에 나이는 여권이나 신분증에 명시된 나이만 인정한다 

 

 

VII, 등록절차:  

(A) 마감:  추후공지  

(B) 장소: 9777 Las Vegas Boulevard South, Las Vegas, Nevada 89183 

(C) 참가비:  

1: 2 인 1 실 :  1 인당 US $ 600  (2 종목 참가.) 

2: 1 인 1 실: 1 인당 US $ $1,000  (2 종목 참가.) 

3: 참가자는 대회본부로 부터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발급 

요청할수 있다 신청에 관한 서류 요구시 한 서류당 $50   

4: 환송만찬비용은 1 인당 (July 22nd )  $ 60 US dollars , 신청시 지불하여야한다 



5. 2017 년 3 월 31 일전 미리 신청하면 더불룸 일인당 50 불 싱글룸 일인당 

100 불씩 할인 혜텍을 받는다 

 

(D) 연락처:  

      1). Jienhuang@gmail.com  

       2). Wechat:  2018lv 詢問處/2018lv 報名處 

(E) 은행:  

    Account Name: 추후공지 

        Bank Name:  추후공지 

        Account Number: 추후공지    

   신청방법:  Huang, Jienhuang@gmail.com 

 송금자이름 과 계좌번호  뒤 5 자리 숫자를  반드시 둘다 적어 내야한다  

(F)  참가비는 신청시에 내야하고 잔고가 참가비에 미치지 못할경우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 경우 게임 대진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G) 모든 참가자의  개인자료는 대회 목적에만 사용한다 :   "나는  대회본부가 나의 개인적 

자료를 대회목적에  만 사용 하느것에  동의 합니다" 라로 명시해야 한다 

(H)   

VIII, 규칙:      

(A) BWF 에 의거   랠리포인트 31 점  16 점 득점시 코트 챈지  듀스 없음 

(B) 참가 선수는 5 분내 출전해야하고  경과시 게임을 몰수 하고 자연적으로 상대편이 승자가 

된다 

(C) 대회본부는  코트와 시간를 변경할수 있다 .  

 

IX, 대진표: 

(A) 신청마감 10 일후 참가자 전원 리스트를 대회본부 싸이트에 공지하고 본인이 빠져 있거나 

착오가 있을시 5 일 내에 대회본부에 이의 신청 해야한다 .   

(B) 예비대진표는 출전날 20 일전 싸이트에 공지하며  (july 1st, 2018)(이것은 참고용 

변동가능.).  이때 착오가 있을경우 5 일내에 연락해야한다 (july 06, 2018 ).  

(C) 마지막 대진표는 날짜 10 일전 공지 (7/10) (수정할수 없음.)  

 

X, 시상: 



(A) 자강조와 일반조에 승자는 메달을 전부 수여하며 자강조는 별도로  상금을 수여한다.  . 

(B) 한종목에 8 팀이상 출전시 상위 4 팀시상. 

 6‐7 팀 참가시 상위 3 팀 시상       4‐5 팀 참가시 상위 2 팀만 시상  3 팀 참가시 상위 1 팀 시상. 

(C) 모든 참가자는 기념  T‐샤츠를 증정하며 경품 추첨권을 준다  .       

(D) 이의사항: 

연령과 자격에 대한 이의: 직접 심판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이의측은 선수 자격이 

왜 안되는지 명확한 근거룰 제시해야 한다  

(E) 참가 선수가 셋 게임에 출전할 경우  모든 게임이  몰수 취소되고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1 년간 전민련 주최 게임에 참가 할수 없다 

(F) 참가 선수나  팀 리더가 이치에 맞지 않게 고의로 게임을 지연 한다거나 심판 판정에 불복 

하여 과격한 행동 이나 불평을 하는 행동들은 징벌로 전게임 몰수하고 1 년간 출전금지 한다  

  

XI, 본대회는 공공책임보험 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범위는  추후공지 

 

XII, 또 다른 미정 상황은 추후에  알림 

     1. 환송만찬 :  추후공지 

     만찬장소:  South Point Banquet Hall.  

     2. WCBF‐USA 

          Website: 설치중 

          E‐mail: Jienhuang@gmail.com (Jien Huang) 

       3.  대회본부는 위에 명시한 가드라인을 출전선수에 사전 통지없이 수정 할수있다  

 

비고:  

(*)자강선수조 총상금미화 $8,000+  : (신청자가   4 팀  미만이면 취소된다).  

(*)경기 관람객은 입장료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