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4 파리패럴림픽 참가자격 경로>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경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날짜는 WPPO를 통해 전달이 될것입니다.

필수 요구 사항
- Batumi 2021 주니어 및 시니어 세계 역도 챔피언을 완료해야 한다.(2021년 11월27일~12
월5일) / Georgia
- 아래 명시된 2022 지역 세계 역도 챔피언 대회를 완료해야한다.
● TBC 2022 역도 아프리카 챔피언쉽(2022년 5월5일~8일) 혹은
● 평택 2022 역도아시아오세아니아챔피언쉽(한국, 2022년 6월14일~20일) 혹은
● Chsesterfiled 2022 역도아메리카챔피언쉽(미국, 2022년7월8~11일) 혹은
● Tbilisi 2022 역도유럽오픈챔피언쉽(2022년 Georgia 9월24일~29일)
선수가 2022년 세계장애인역도 챔피언쉽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참가 자격을 얻고 싶은 경우
선수는 그 전에 WPPO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WPPO는 이에 대해 승인 및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두바이, UAX 2023 주니어 및 시니어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가야 한다.
● 선수들은 적어도 2회 이상 세계 장애인 역도 월드컵에 참가해야한다. (2024년7월1일 전까
지)
----------------------------------------------------------------------------‘새로운 선수’ 자격(신규선수)
새롭게 등록된 선수들은(국제 분류가 되지 않은) 반드시 2022년9월 23일 전까지 WPPO 규정
에과 룰에 따른 스포츠등급분류를 끝내야 하며 그 이후에 패럴림픽 랭킹에 포함되고 예선 슬
롯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스포츠등급분류를 끝낸 새 선수들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경기에
참가해야한다.
● 두바이 2023년 주니어 및 시니어 세계 장애인 역도 챔피언쉽; 그리고
● 적어도 2024년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월드컵)에 적어도 2곳에 참가해야한다. (2024년 7월
1일전에)
필수 요구 사항을 다 행하지 못할 경우
위에 제시된 모든 필수 요구 사항을 행하지 못한 선수들의 경우, 패럴림픽 랭킹에서 제외되며
및 파리 2024년패럴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NPC는 선수가 필수 요구 사항을 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WPPO에 보고해야만 한다.
만일 WPPO에서 이러한 예외를 결정한다고 하여도(절대적인 재량으로), 선수는 여전히 패럴림
픽 랭킹에서 제외되며 예선 진출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상호
초청 절차(Bipartite)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
WPPO가 만든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바꿀 수 없다.
선수가 도핑금지 규정 위반 또는 IPC 도핑금지 법규를 위반하여 필수 요구 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이는 정상 참작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도 거부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행 금지 예외
챔피언쉽이 개최하는 곳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 금지 명령이 내려진 국가의 선수들에 한해
서 WPPO는 이를 정상 참작하여 패럴림픽 랭킹 유지 및 선수 슬럿(양당 초청자 신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NPC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은 곧바로 WPPO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
와 관련한 결정은 WPPO에서 최종 결정하며, 바꿀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