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

메달 이벤트
남자

여자

혼성

합계

10

10

0

20

49.00kg 이하

41.00kg 이하

54.00kg 이하

45.00kg 이하

59.00kg 이하

50.00kg 이하

65.00kg 이하

55.00kg 이하

72.00kg 이하

61.00kg 이하

80.00kg 이하

67.00kg 이하

88.00kg 이하

73.00kg 이하

97.00kg 이하

79.00kg 이하

107.00kg 이하

86.00kg 이하

107.00kg 초과

86.00kg 초과

선수 쿼터
남자

여자

성별 구분 없음

합계

80

80

20

180

출전 슬롯 할당
출전 슬롯은 NPC가 아닌 개별 선수에 할당된다.
NPC 당 최대 쿼터 할당
한 NPC에는 최대 8개의 남자 출전 슬롯과 8개의 여자 출전 슬롯이 할당될 수 있으며 메달
이벤트 당 최대 선수 슬롯은 1개로 한다. 상호초청(Bipartite) 방식을 통해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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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자격 요건
NPC에 의해 선발되기 위해 선수는 반드시 :
• 유효한 세계 장애인 역도(IPC 역도) 선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확정(Confirm)’

스포츠

등급

또는

재검(Review)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인 ’재검(Review)’ 스포츠 등급으로 국제등급분류가 있어야한다.
• 2017-2020 세계장애인역도(IPD 장애인 역도) 쿼터획득 절차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완수해야 한다. 상호초청(Bipartite) 방식을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쿼터획득 절차
요건에는 다음의 세계 장애인 역도 경기에 대한 의무적 참가가 포함된다.
- 2017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멕시코시티)
- 2018 각 지역선수권대회
- 2019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아스타나)
-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3일 사이 1개의 세계장애인역도연맹 인정 대회
• 2018년 5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의 패럴림픽 대회 최소 쿼터획득
기준(MQS)을 달성해야 한다.
남자 이벤트

MQS

여자 이벤트

MQS

49.00 kg 이하

105 kg

최대 41.00 kg

57 kg

54.00 kg 이하

115 kg

최대 45.00 kg

60 kg

59.00 kg 이하

125 kg

최대 50.00 kg

62 kg

65.00 kg 이하

135 kg

최대 55.00 kg

65 kg

72.00 kg 이하

142 kg

최대 61.00 kg

67 kg

80.00 kg 이하

150 kg

최대 67.00 kg

70 kg

88.00 kg 이하

157 kg

최대 73.00 kg

72 kg

97.00 kg 이하

165 kg

최대 79.00 kg

77 kg

107.00 kg 이하

172 kg

최대 86.00 kg

82 kg

107.00 kg 초과

180 kg

86.00 kg 초과

87 kg

상호초청(Bipartite) 방식을 통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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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당 최대 출전 선수
한 NPC는 메달 이벤트 당 최대 1명의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으며 도합 8명의
참가 자격을 갖춘 남자 선수와 8명의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상호초청(Bipartite) 방식을 통해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출전자격 시스템
출전 자격 슬롯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방식

출전 자격

합계

패럴림픽

2020년 4월 23일 종료되는 세계 장애인 역도 패럴림픽

남자 선수 80

랭킹 리스트

랭킹 리스트의 각 체급별로 상위 8명의 남자 선수와 상위
8명의 여자 선수가 각 메달 이벤트에서 직접 출전 슬롯을

여자 선수 80

획득한다.
2020년 4월 23일 종료되는 세계 장애인 역도 패럴림픽
랭킹 리스트의 한 성별에서 특정 NPC가 8개를 초과하는
체급을 대표하게 되는 경우 해당 NPC는 반드시 해당
성별의 출전 슬롯을 제공할 8명의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이후 가용한 출전 슬롯이 있는 경우 상호초청(Bipartite)
초청 방식을 통해 해당 성별에 할당된다.
상호초청(Bip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 역도)와 IPC는 재량에 따라

artite)

20개의 상호초청(Bipartite) 초청 출전 슬롯을 허가한다.

선수 20명

상호초청(Bipartite)을 원하는NPC는 반드시 2020년 5월
11일까지 세계장애인역도연맹에 공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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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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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18년 5월 25일

선수의 패럴림픽 랭킹 리스트 MQS 성적 달성 기간 개시

2020년 4월 23일

선수의 패럴림픽 랭킹 리스트 MQS 성적 달성 기간 종료

2020년 4월 25일

세계장애인역도연맹이 패럴림픽 랭킹 리스트 발표

2020년 5월 1일

소속 선수가 복수의 체급에서 순위에 오른 경우, 또는 한 성별의 특정
체급에서 상위 8위 이내에 든 선수가 8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NPC는 이 마감 기한까지 세계장애인역도연맹에 그러한 선수가
출전하는 메달 이벤트, 또는 출전 슬롯이 할당될 8명의 선수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NPC가

이러한

보고를

하지

경우

세계장애인역도연맹은 항의 또는 소청의 기회 없이 가장 최근의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2020년 5월 4일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 이 패럴림픽 랭킹 리스트 출전 슬롯
할당을 NPC에 서면으로 확정

2020년 5월 4일

상호초청(Bipartite) 절차 개시

2020년 5월 8일

NPC의 2020 도쿄 패럴림픽 위원회 선수 등록 양식 제출 마감 기한
(“가능 선수 등록명단”)

2020년 5월 11일

NPC가 서면으로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에 출전 슬롯 수락
여부를 확정하는 마감 기한

2020년 5월 11일

NPC가

서면으로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에

상호초청

(Bipartite) 신청을 제출하는 마감 기한
2020년 5월 18일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이 상호초청(Bipartite) 슬롯의 수여를
NPC에 서면으로 확정

2020년 8월 3일

NPC의 2020 도쿄 조직위원회 종목별 스포츠엔트리 제출 마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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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슬롯의 확정 절차
2020년 5월 11일까지 각 NPC는 반드시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에 서면으로 (팩스 및
이메일 허용) 수락할 출전 슬롯을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일까지 응답하지 않은 NPC는
자동적으로 출전 슬롯을 상실하며 세계장애인역도연맹이 재량으로 이러한 슬롯을 재배정할 수
있다.
2020년 5월 18일까지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는 서면으로 모든 미사용 출전 슬롯의
재배정을 확정한다.
2020년 5월 18일까지 각 NPC는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에 대해 배정된 슬롯을 사용할 것임을
공식 선언한다. 할당된 슬롯을 사용하지 않는 NPC는 IP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사용 출전 슬롯의 재배정
할당되었으나 각 NPC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일체의 출전 슬롯은 상호초청(Bipartite) 방식을
통해 재배정된다.

국제연맹(IF)
세계장애인역도(IPC 장애인역도)
Adenauerallee 212-214
D-53113 Bonn
Germany
전화: (+49) 228-2097-260
팩스: (+49) 228-2097-209
이메일: worldparapowerlifting@paralymp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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