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th Fazza Para Powerlifting World Cup – Dubai 2021
Dubai, United Arab Emirates
19– 24 June 2021

제 11회 파짜 장애인역도 월드컵 – 2021 두바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21년 6월 19일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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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The Fazza International Championships for People of Determination
come this year and it carries a lot of innovation and renewal, and we
know very well that there is a challenge in organizing these
Championships in this exceptional year, in which the world is
witnessing the pandemic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r country only accepts to move forward, and because our
wise leadership instilled innovation and challenge in us, we
quote from them their inspiring words that motivate us to
develop and innovate. The directives of the sponsor of these
championships, His Highness Sheikh / Hamdan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Crown Prince of Dubai and Chairman of the Dubai
Executive Council, were clear to all of us since the first version of the need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as it was to support His Highness Sheikh Mansour bin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Chairman of the Dubai Sports Council The positive
impact on continuing to organize this year's series of Championships, despite the
challenges. The Fazza Championships for People of Determination have become an icon
of global Paralympic sports and the focus of attention for all teams that aspire to reach
the world through the Dubai Gate. In Dubai, different civilizations meet to blend into
one harmonious fabric that reflects the extent of harmony and rapprochement between
peoples. Welcome all to your second country and among your brothers.

Majid Al- Usaimi
Fazza LOC – Manager
Dubai Club for the People of Determination

Sports for people of Determination in Dubai:
Dubai club for people of Determination being organizing every year since2009 six
International and world championships in the following sports:
➢ Para Archery
➢ Para Athletics
➢ Wheelchair Basketball
➢ Para Powerlifting
➢ Para Badminton
➢ Boccia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and Para Athletes participated in these competitions
in all sports:
Year

No. of Countries No. of Athletes

2009

28

175

2010

41

297

2011

57

313

2012

78

573

2013

59

670

2014

53

595

2015

97

798

2016

131

1128

2017

91

801

2018

138

919

2019

165

1209

Total

938

7478

두바이 스포츠 종목
두바이 클럽 확정은 다음과 같은 종목에서 2009년 제 6회 국제세계선수권대회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다.
‣ 장애인양궁
‣ 장애인육상
‣ 휠체어농구
‣ 장애인역도
‣ 장애인배드민턴
‣ 보치아

참가국 수와 본 대회 모든 종목에 참가한 총 선수 수는 다음과 같다:

년도

참가국 수

선수 수

2009

28

175

2010

41

297

2011

57

313

2012

78

573

2013

59

670

2014

53

595

2015

97

798

2016

131

1128

2017

91

801

2018

138

919

2019

165

1209

총

938

7478

세계 및 지역 선수권대회
‣ 1998년 2014년 역도대회
‣ 2011 IWAS 주니어 경기대회
‣ 2016 아시아 오세아니아 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
‣ 2017 유스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 2019 장애인육상대회

Team Arrival Dates

16 June
16 June

st

1 Corona Test (PCR Test)
Covered by Local Gov and LOC

At the Airport according to your
country of departure

Teams Quarantine

17 June
(Depending on time of getting the
resul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7 – 18 June

Virtual Raise the Bar virtual seminar

17 June

Technical Meeting

18 June

Competition Dates

19– 24 June

2nd Corona Test (PCR Test)

22 - 23 June

Covered by the LOC
Team Departures

25 June

1. 대회 일정
팀 도착

6월 16일

LOC 및 현지 정부에 의한 1차
코로나검사(PCR검사)

6월 16일 출국 국가에 따라 공항에서 진행

팀 격리

6월 17일 (결과지 받는 시간에 따라)

국제등급분류

6월 17일 ~ 18일

virtual Raise the Bar virtual seminar

6월 17일

감독자 회의

6월 18일

대회

6월 19일 ~ 24일

LOC에 의한 2차 코로나검사(PCR검사)

6월 22일 ~ 23일

팀 출국

6월 25일

1.1 대회 엔트리
모든 대회 엔트리는 마감일을 준수하여 IPC온라인 엔트리 시스템
https://db.ipc-services.org/sdms/app/login

by the entry deadlines displayed below. Visa

https;//db.ipc-services.org/sdms/app/login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invitation,

비자 초청장, 숙박 신청서, 등록 신청서 및 항공일정 정보는 아래의 마감일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1차 엔트리, 2차 엔트리 개시

3월 29일

등록 시스템 개시

4월 10일

비자 재출용 초청장 신청 제출 최종 마감

5월 10일

1차, 2차 엔트리 최종 마감

5월 10일

비행정보, 온라인 등록 신청서 제출 마감

5월 10일

2. 숙박
Al Bustan 호텔은 제11회 파짜 두바이 2021 세계장애인역도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및 임원을 위한 공식 호텔이다. 호텔은 장애인전용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을 제공한다.

• 호텔명: Al Bustan
• 주소: Al Nahda Road, Al Twar, Dubai, Unite Arab Emirates
• 홈페이지: www.al-bustan.com
각 NPC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텔에 숙박 예약을 해야 한다
• 숙박신청서를 작성하고 2021년 5월 10일까지 아래의 이메일로
msaadeldin@dcd.org.ae
revenue.mgr@al-bustan.com
.

제출해야 한다.

NPC/팀은 공식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을 이용할 수 없다.
• 모든 객실유형의 요구사항은 가용성에 따라 제공된다. (선착순으로)
공식호텔이 만실일 경우, 경기장 근처의 다른 호텔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3. 대회비

객실 유형

1박당 객실 비용(조식, 중식, 석식 포함)

1인실(싱글)

720 AED + 5% VAT

2인실(더블)

1340 AED + 5% VAT

3인실

2010 AED + 5% VAT

4인실

2680 AED + 5% VAT

공식 호텔의 체크인시간은 정오12시부터이며 체크아웃은 14시까지다. 이른 체크인과 늦은
체크아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1박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사 – 도착하는 날 중식 및 석식 제공
마지막 식사 – 일찍 출국하는 경우, 조식 제공하며 늦게 체크아웃 하는 경우, 석식도
제공한다.

인보이스는 UAE 통화로 발행되며 미화로 요청 시, 당사의 은행 미화 환율(1USD= 3.59AED)
로 계산될 것이다.

숙박 예약은 숙박비를 전액 지불한 경우에만 확정이 되며 선수단에게 객실이 할당된다.

코로나19 또는 불가항력인 상황을 포함하여 해당 LOC의 적합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화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 LOC는 대회비를 변상한다.

LOC는 참가자의 여행경비에 관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3.1 지불 방법
모든 대회비는 다음의 은행 계좌로 2021년 5월 1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계좌명

Dubai Club for People of Determination

은행명

Dubai Islamic Bank

지점

Dubai Main Branch

계좌번호

001520726988901

SWIFT-CODE

DUIBAEAD

IBAN

AE95 0240 0015 2072 6988 901

참가비 납입기한(2021년 5월 10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선수단은 2021년 5월30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참가비 총 금액에서 10% 할증을 추가한다.

연장기한(2021년 5월30일) 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2 취소 절차
숙박예약 취소 또는 변경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가능하다
2021년 5월 15일 이전에 취소 한 경우, 결제금액의 50%로 환불된다.
2021년 5월 16일 이후 취소 할 경우,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착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오면 전액 환불된다.
도착 후 개인의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4. 수송
두바이 국제 공항에서 공식 호텔까지의 왕복 수송은 모든 선수 및 팀 임원들에게 제공된다.
공항과 호텔의 거리는 차 또는 버스로 5분 소요된다. 경기장과 공식호텔간 거리는 2.5km이며
차 또는 버스로 6분 소요된다.

도착 시 공항에 배치된 웰컴데스크를 참조하십시오

5. 비자
• NPC/팀 및 개인에게 UAE 비자가 필요한 경우, LOC는 해당 팀에게 비자수수료(330AED)
+ 5%의 VAT를 지급해야 한다. 비자수수료는 선지불 해야 한다.
비자를 받기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다음의 링크를 따라 (여권사본 크기 최대 1MB, 파일형식 jpg, jpeg, bmp, pdf) 인 여권사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NPCS등록 URL:

http://fazzachampionships.com/fwpp2021/npcreg
공식 등록 URL:

http://fazzachampionships.com/fwpp2021/offreg
• UAE 비자 발급을 원하는 개인은 발급 요청 시. LOC에서 초청장을 제공한다. 다음의 이메일로 2021년
5월10일까지 보내야 한다.
aghobash@dcd.org.ae
massdeldin@dcd.org.ae

Note: Residents of the following countries have to submit a copy of their national ID:
Iraq, Yemen, Iran (Shansnamah), Pakistan, Afghanistan, and Syria.

6. Accreditation card
The Accreditation card is the official pass for the participants to the designated areas
according to their category, the LOC will issue this Accreditation cards and will be
giving to the head of the delegation during the delegation registration meeting (DRM)
of each delegation according to a schedule based on their arrival dates, teams are
requested to enter the Accreditation Link:
NPCs Registration URL:
https://fazzachampionships.com/fwpp2021/npcreg
Officials Registration URL:
https://fazzachampionships.com/fwpp2021/offreg
For any enquiry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Cards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fazza.accreditation@dcd.org.ae

ATTACHED FORMS:
•Traveling Form
•Accommodation Form

7. Medical Services
TheLOCwillensuretheimplementationof allnecessaryandappropriateon-sitemedical,
emergency ambulance and first aid services during training days and the

참고: 다음의 국가 거주자는 국가ID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라크, 예멘,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6. AD(등록) 카드
AD카드는 해당 범주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공식
출입증이며, 조직위원회는 이 Ad 카드를 발급하고 도착 날짜를 기분으로 일정에 따라
대표단 회의(DRM) 진행 시 대표자에게 위임할 것이다. 팀은 등록 링크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

NPC 등록 URL:
https://fazzachampionships.com/fwpp2021/npcreg
공식 등록 URL:
https://fazzachampionships.com/fwpp2021/offreg
AD카드에 대한 문의는 행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fazza.accreditation@dcd.org.ae

첨부양식:
• 항공일정 양식
• 숙박 신청서

7. 의료
LOC는 훈련기간 및 경기일정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처치, 응급 구급차 및 응급
처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의료 보험은 참가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하는 응급의료 관련 사항에만 책임을 가질 것이다.

첨/

competition. For medical treatment no medical insurance will be provided to any
participants.
Organizing committee will cover only emergency medical cases during the
championship.

7.1 Emergency Contact Numbers
For a medical emergency outside the opening hours of the Venue Medical clinic please
contact the doctor on call (telephone number to be confirmed) or the Emergency
Ambulance service on 998.

Emergency contact numbers
Contact number

Name

Designation

+971553315531

Yahia kabani

Head of medical committee

+971544223038 Mohammed Hamza Tayar

Physiotherapy lead

+971506620756

Heidi Fajardo

Doping control coordinator

+971554561901

Prathap Kumar

Classification coordinator

7.2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Adam Vital hospital, which is located 15 minutes from competition venue Dubai club for
people of determination.

7.1 비상연락망
경기장 의료실 개원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아래의
연락처는 확정됨) 또는 응급구급차 서비스(998)에 문의하십시오

비상연락망
연락처

성함

직책

+971553315531

Yahia kabani

Head of medical committee

+971544223038

Mohammed hamza Tayar

Physiotherap Lead

+971506620756

Heidi Fajardo

Doping control coordinator

+971554561901

Prathap Kumar

Classification coordinator

7.2 지정된 의료 시설
Adam Vital Hospital는 두바이클럽과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7.2.1 Venue medical center
Will be in Dubai club for people of determination competition venue
• Period: 16th till 24th June 2021
• Timing: 8:30 to 22:00 (emergency 24 H)
• Specialty: Emergency medical care (further medical investigations will be available in
hospital upon doctor request)
• Facility: examination rooms ,3 beds treatment rooms
• physiotherapy room and massage (closed)
• Athletes, Team Officials, Staff
• Ambulances: 3 paramedics

7.2.3 Official Hotels
24H emergency on call doctor (contact help desk)
Local Emergency Numbers
Police: 999 / Ambulance: 998 / Fire: 997

7.3 Medical Insurance
The LOC will provide “on-site” emergency medical care for all accredited persons. Any
costs incurred for any other medical care must be paid by the patient or their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All participants are responsible for obtaining their own medical
insurance (including Repatriation Coverage) and will be responsible for any medical
expense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event. Each NPC must ensure that all
members of their delegation are appropriately

7.2.1 경기장 의료센터
경기장 두바이클럽 내에 위치한다.
• 기간: 2021년 6월 16일 ~ 24일까지
• 시간: 08:30~22:00(응급 24시)
• 전문분야: 응급의료 (추가 의료 조사는 의사가 요청시 진행 가능함)
• 시설: 검신실, 3개 침실이 구비된 치료실
• 물리치료실 및 마사지(폐쇄)
• 선수, 팀 임원, 스텝
• 구급차: 구급대원 3명

7.2.3 공식 호텔
24시 응급 담당 의사(안내데스크 문의)
현지 응급연락처
경찰: 999 / 구급차: 998 / 소방: 997

7.3 의료보험
LOC는 승인된 모든 개인에게 "현장"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의료에 필요
한 비용은 환자 또는 해당 선수 NPC가 부담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의료 보험(송환
보험 포함)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대회 참여로 인한 의료 비용은 모두 부담한다. 각 NPC는
여행, 책임, 사고 및 송환을 포함하여 위임의 모든 구성원이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1회 Fazza WPPO 월드컵 – 두바이 2021와 관련하여 각 대표단 전원은
14일 동안 격리기간이 포함된다.

insured, including coverage for travel, liability, accidents and repatriation. Including 14
days quarantine in relation to the 11th Fazza WPPO World Cup – Dubai 2021 for all
member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7.4 Other Medical Matters
7.5 OTHER MEDICAL MATTERS
•7.5.1. Team doctors are allowed to practice on their national team and all
prescriptions and investigations must be arranged through the LOC medical team.
•7.5.2. Importation of Medicines: The head doctor accompanying a team must provide
a list of the medicines the team is bringing into UAE, including dosages and quantities.
The list will constitute a statement on behalf of the Member Federation which will be
retained by 11th Fazza WPPO World Cup
• Dubai 2021 Medical Services and will be shared with the UAE Dubai Health Authority
or another government body if requested. A template form will be sent soon to NPCs.
•7.5.3. Distribution of Ice
Ice will be provided at the competition and training venues.
•7.5.4. Players under treatment by prohibited medicine in UAE such as (marijuana)
they should provide medical report with medical prescription at the airport (Dubai
customs if they requested)
•7.5.5. Importation of medical equipment: A template form will be sent to NPCs.

7.4 기타 의료 사항
7.5 기타 의료 사항
• 7.5.1 팀 닥터는 소속팀이 훈련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며 모든 처방과 조사는 LOC의료
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7.5.2 의약품 수입: 팀 소속 주치의는 팀이 UAE에 반입하는 의약품 목록(용량 및 수량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약품 목록은 제11회 파짜 WPPO 월드컵에의해 보유된 회원
연맹을 대표하여 구성되었다.
• 두바이 2021 의료서비스는 UAE두바이 보건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다.
샘플 양식은 각 NPC로 전달 될 것이다.
• 7.5.3 아이스 배치
아이스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제공된다.
• 7.5.4 마리화나와 같은 UAE 금지약물에 의해 치료중인 선수는 공항에서 의료처방서와
함께 의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두바이 세관에서 요청 시)
• 의료 장비 수입: 샘플 양식을 각 NPC에 전달 할 것이다.

8. Covid-19 rule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Dubai sports council-UAE
These rules applied only on Dubai which mean all teams must come through Dubai
airport to avoid any complication of quarantine in another state.
All delegations/participants must provide a negative COVID-19 PCR test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 hard copy) not older than 72 hours before departure (check with
your airlines) to Dubai, and send a soft copy to the following E-mail address:
fazza.pcr.result@dcd.org.ae

as well as to follow any requirements mandated by their final destination.
•All delegations/ participants arriving or transit from the below countries are required
to take a COVID‑19 PCR test on arrival a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covered by Dubai
government:
Afghanistan, Angola, Argentina, Bangladesh, Brazil, Cambodia, Chil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jibouti, Egypt, Eritrea, Ethiopia, Georgia, Ghana, Guinea, Hungary,
India, Indonesia, Iran, Iraq, Israel, Ivory Coast,
Jordan, Kenya, Lebanon, Malta, Montenegro, Morocco, Myanmar, Nepal, Nigeria,
Pakistan, Philippines, Romania, Rwanda, Russia, Senegal, Slovakia, Somaliland, South
Africa, South Sudan, Sudan, Syria, Tajikistan, Tanzania, Tunisia,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zbekistan, Vietnam, Zambia, and Zimbabwe.
you will be asked to provide an active mobile number to receive the result of the test as
SMS, and your passport information, you might use mobile number of the LOC-Medical
committee chairperson Mr. YAHIA KABANI: 0558766818
All the other delegations/participants will be required to do the COVID-19 PCR test at
the Dubai club for people of Determination, covered by LOC.

8. UAE 두바이 스포츠 위원회에 따른 COVID-19 규칙 및 규정
본 규정은 두바이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팀은 다른 주에서 검역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해야 한다.
모든 선수단/참가자는 출발 72시간 전(항공사에 확인)까지 영어로 된 음성 COVID-19 PCR 테스트
결과지(복사본)를 제공하고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인쇄되지 않은 문서(소프트카피)를 보내야
한다.
fazza.pcr.result@dcd.org.ae
또한 최종 목적지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한다.
• 아래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선수단/참가자는 두바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COVID-19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가나, 기니,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케냐, 레바논, 몰타, 모로코, 모로코, 몰타에갈,
슬로바키아, 소말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테스트 결과와 여권 정보는 사용 가능한 핸드폰으로 문자로 받을 것이다. LOC-의료 위원회장
Yahia KABANI의 휴대폰 번호(0558766818)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선수단/참가자는 LOC에서 제공하는 COVID-19 PCR 테스트를 바이 클럽에서 받아야
한다.

•All delegations/participants must stay at their hotel room until we receive negative
results (maximum 24 hours will take for results).
•Covid-19 manual book & WPPO playbook will be sent to all teams.
•Download your PCR results from the link
https://icrs.purehealth.ae/cvdscr/

•Team leader has to send one email with all the delegation PCR results to
Fazza.pcr.result@dcd.org.ae with title of the NPC PCR result.

•Positive cases will be moved to quarantine complex and it will be medically managed
by Dubai health authority.
•All players who were in contact with positive covid-19 case will have to do another
PCR test covered by the LOC and if their results are negative, they can compete.
•It will be a mandatory thermal scan at the accommodation, dining hall and competition
& training venue entrance.
•Covid-19 precaution procedures will be applied in hotel and competition venue.
•Covid-19 physician will be designated to initiate any emergency evacuation cases and
ensure safety and prevention.
•Second PCR test will be conducted to all delegations/participants members on (22nd&
23rd June 2021) and that will be paid by the LOC.
• All individuals have to complete the PCR Registration Details and return to the following E-mail
address fazza.pcr.result@dcd.org.ae

•Any additional test should be covered by the NPCs (Cost 50 Euro per person).
•Temporary Isolation room will be available in hotel and competition venue.
•All club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s will be sanitized regularly.
•Face mask are mandatory all the times, except the players on the field of play only if
required (please refer to the WPPO playbook).

모든 선수단/참가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객실에 있어야 한다(결과는 최대
24시간 소요).
• Covid-19 매뉴얼 북 & WPPO 플레이북이 모든 팀에게 제공한다
• 링크에서 PCR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icrs.purehealth.ae/cvdscr/
• 팀 리더는 모든 선수단의 PCR 결과지를 위임받아 “NPC PCR결과“ 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이메일 Fazza.pcr.result@dcd.org.ae을 보내야 한다.
• 양성 결과인 경우, 격리 구역으로 이동하며 두바이 보건 당국이 의료적으로 관리한다.
• 코로나 양성결과를 가진 모든 선수는 LOC에서 제공하는 다른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음성이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숙소, 식당, 경기장과 훈련장 입구에서 반드시 체온 체크를 한다.
• 호텔 및 경기장에 Covid-19 예방 수칙이 적용된다.
• 모든 응급 후송 케이스를 담당하고 안전 및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Covid-19 의사가 지정된다.
• 2차 PCR 테스트는 모든 선수단/참가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22일 실시되며 LOC가
지불한다.
• 모든 개인은 PCR 등록 세부 정보를 작성하고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fazza.pcr.result@dcd.org.ae 보내야 한다.
• 모든 추가 테스트는 NPC가 부담해야 한다(1인당 50유로).
• 호텔 및 경기장에 임시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클럽 시설과 교통수단은 정기적으로 소독될 것이다.
•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 항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WPPO 플레이북 참조).

•All travellers from Dubai airport should present negative PCR covid19 test not older
than 72 hours before flight time (check your airlines).
•Local organizing committee are not responsible for any cost resulting from positive
cases such as changing flight or hotel accommodation, or quarantine.
•All participants should fill the consent form for participation in competition and send
it back to the organizing committee following E-mail:
fazza.pcr.result@dcd.org.ae

•All participants should adhere to UAE Health Authority law in covid-19 prevention
rules and regulations to avoid legal consequences.
http://www.emirates.com/English/help/covid-19/

8.1 Important contact Numbers (Mobile Phone)

•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참가자는 비행 시간 72시간 전에 PCR 코로나19 테스트를
해야 한다(항공사 확인).
• 현지 조직위원회는 항공편이나 호텔 숙박시설 변경, 격리 등 양서결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든 참가자는 경기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Fazza.pcr.result@dcd.org.ae
• 모든 참가자는 법적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규칙 및 규정에 있는 UAE
보건 당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http://www.emirates.com/English/help/covid-19/

8.1 중요 연락처(핸드폰)
연 번

직 책

성 함

핸드폰 연락처

1

공항 담당자

Mahdi Mohammad

+971508545754

2

물류 담당자

Elsa Ali

+971506369969

3

숙박 담당자

Marwan Alhaj

+971528009091

4

수송 담당자

Habib Sheikh

+971509480060

연락처:
LOC

World Para Powerlifting

Eng. Fathi Ali Lashehab

Tel: 0049 228 2097 129

Fazza LOC, General Coordinaor

Email: info@worldparapowerlifting.org

Tel: 00971 4 2988205
Fax: 00971 4 2988459
Mobile: +971 50 5114947
P.O Box: 20990, Dubai- United Arab Emirates
Email: fazza-loc@dcd.org.ae

9. 대회 정보
9.1 예선전 프로그램
예선전 일정 및 대회 일정은 최종 엔트리 마감 이후 제공될 것이다.
경기 일정은 감독자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변경될 수 있다.

9.2 세부 종목 당 최대 엔트리 수
9.2.1 개인 종목
모든 시니어 체급에서 NPC/NF 당 최대 시니어 개인 엔트리 수는 다음과 같다:
• 여자 선수: 20
• 남자 선수: 20

한 국가에서 동일한 체급에 2명 이상의 시니어 선수가 출전 할 수 없다.*

참고: 개최국의 시니어 개인전 엔트리 최대 수는 60 (여자: 30, 남자: 30) 이다. 같은 체급에서
선수권댜회 개최국 선수가 3명 이상의 시니어 선수가 출전 할 수 없다*

모든 주니어 체급에서 NPC/NF 당 최대 주니어 개인 엔트리 수는 다음과 같다:
• 여자 선수: 30
• 남자 선수: 30

한 국가에서 동일한 체급에 3명 이상의 주니어 선수가 출전할 수 없다.

9.2.2 개인 팀 종목
NPC가 개인 팀 이벤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체급 당 한 명의 추가 선수만이 참가가
허용된다. 개인전 랭킹이 가장 낮은 선수는 세계, 지역 및 패럴림픽 랭킹을 위한 개인
결과를 인정받으나 팀 종목 메달 이외에 개인 종목 메달을 수여 받을 수 없다.
팀 종목은 시니어 체급에서만 존재하나, 선수가 동일한 체급에 출전하는 경우, 팀은 시니어
및 주니어 선수로 구성할 수 있다. 종목 생성 보존을 위해 침 종목에 참가한 선수는 감독자
회의 중 체급 변경을 할 수 없다.

혼성 팀 종목

혼성 침 종목에 참가하기 원하는 NPC는 최대 3킴이 허용된다. 팀은 같은 국가 3명의 선수로서
최소 한 명의 여자 선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3명의 선수가 다른 체급일 수 있다.

9.3 이벤트 생성 가능성

개인 종목은 체급 당 아래의 선수 수의 적용에 의해 생성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 선수 1명: MQS 규칙- 단일 체급에 한 명의 선수가 있고 WPPO 규칙 및 규정 부록 7에
명시된 대로 해당 체급에서 지역 선수권대회 MQS와 같거나 그 이상을 리프트 한 경우(금메달)
• 단일 체급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원 규칙(금메달)
• 선수 3명 이상: 모든 메달이 수여(금, 은, 동메달)

개인 체급 내에 두 개의 완전한 팀이 출전하면 개인 팀 종목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팀은 해당 대회에서 해당 체급 내에서 동일한 국가의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4 Medal Awards & Trophies
Medals will be awarded to the top three (3) placed junior and senior athletes per
bodyweight category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viability of events. Medals in the
Individual and Mixed Team events will be awarded to the top three (3) placed teams.
At this competition One (1) team trophy only will be awarded to just the highest placed
team from all competing nations, using points from the top six (6) ranked
athletes from the individual event in accordance with 16.6.4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from one (1) or both genders, and junior and senior athletes will both be
considered.
9.5 Body Weight Category change
Bodyweight category changes will be permitted following the final entry deadline only
during the technical meeting in line with article 11.3.9 of the WPPO rules and
regulations. The bodyweight category that is signed off at the technical meeting is
considered final, and no further changes will be allowed. Please note that to ensure the
viability of teams, athletes that have entered a team event will not be permitted to
change bodyweight categories after the final entry deadline.
9.6 Entries and Registration Process
In order to enter this competition all athletes must be registered and licensed for the
2020 competition season via the SDMS Athlete Data Management System
(https://www.paralympic.org/sdms) by no later than the final entry deadline. Athletes
do not require a Minimum Qualifying Standard (MQS) to enter the competition.

9.4 메달 수여
메달은 상위의 생성된 세부 종목에 따라 체급별 상위 3위의 주니어 및 시니어 선수에게
수여된다. 개인 및 혼성 침 종목 메달은 상위 3위팀에게 수여된다.

본 대회에서는 규칙 및 규정 16.6.4에 따라 개인 종목 상위 6위 선수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모든 출전 국가 중 최상위 팀에게만 한 개의 침 트로피가 수여되고 하나 또는 두 성별
모두, 그리고 주니어 및 시니어 선수 모두에게 고려된다.

9.5 체급 변경
체급 변경은 WPPO 규칙 및 규정 11.3.9에 따라 최종 엔트리 마감 후 감독자 회의 중에만
허용된다. 감독자 회의에서 서명한 체급은 최종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팀의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팀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최종 엔트리 마감 이후
체급을 변경할 수 없다.

9.6 엔트리 및 등록 과정
본 대회에 참가한 sahems 선수는 2020 대회 시즌 동안 SDMS 선수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종 엔트리 마감일 까지 등록 및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위해 최소자격기준(MQS)를 요구 받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IPC온라인 엔트리를 통해 NPC/NF
가 등록을 해줘야 세계장애인역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계장애인역도에 문의하십시오
info@worldparapowerlifting.org

All athletes must be entered by their respective NPC/NF via the IPC Online Entry
System by the final entry deadline in order to be accepted by World Para Powerlifting.
Should you require assistance with entries please contact World Para Powerlifting:
info@WorldParaPowerlifting.org
9.7 Late entries
Teams must contact the WPPO office if there is a late entry request. All respect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PC/NF will be reviewed in consultation with the LOC on a
‘case by case’ basis and the entry may be accepted or rejected accordingly by WPPO
only.
9.8 Replacements
The WPPO Office must be informed if any NPC/NF needs to make an athlete
replacement. The replacement of athletes may be accepted due to injury or medical
reasons. All respective support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replacement must be sent
to the WPPO office and it will be reviewed on a ‘case by case’ basis and accepted or
rejected accordingly by WPPO only.
9.9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your final sport entries via the IPC Online Entry System,
NPCs are considered to have declared the participation of their athletes in the specified
event/categories.
9.10 Results and Rankings
Only results of athletes who are licensed within the given timelines for results
recognition and have a Review or Confirmed sport class status will be taken into

9.7 마감 후 엔트리
팀은 엔트리 마감 이후 엔트리를 내고자 할 경우, WPPO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NPC/NF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경우에 따라” LOC와 협의하여 검토되며 이에 따라
WPPO에 의해서만 참가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9.8 교체
WPPO 사무국은 NPC/NF의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반드시 통보 받아야 한다. 선수 교체는
부상 및 의학적 이유로 인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교체 관련 증빙서류는 “경우에 따라”
LOC와 협의하여 검토되며 이에 따라 WPPO에 의해서만 참가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9.9 참가 선언
IPC온라인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최종 스포츠 엔트리를 원료하고 제출함으로써 NPC는
지정된 종목/체급에 선수의 참가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된다.

9.10 결과 및 랭킹
주어진 기간 내에 라이센스를 받고 재검 또는 확정 스포츠등급 상태를 가진 선수의 결과만이
공식 세계 및 지역 랭킹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그 결과는 패럴림픽 랭킹에 오르기 위해
게시된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만 패럴림픽 랭킹 목록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official World and Regional ranking lists. The results
will also be recognized on the Paralympic ranking list for only those
athletes that have met all the published pre-requisites to be on the Paralympic
rankings.
9.11 Records
At this competition athletes are permitted to break records. Please refer to article 16.5
of the WPPO rules and regulations to see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n athlete to
break a record.

10. General Information
10.1 IPC Membership
The Organising Committee will only accept entry forms submitted by the NPC / NPF in
good standing with the IPC. Furthermore, only those entry forms submitted by the NPC
President, Secretary General or authorized person will be processed.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IPC’s membership policies or to address general membership issues,
please contact the World Para Powerlifting office.
10.2 World Para Powerlifting Rules & Regulations
The current World Para Powerlifting Technical Rules & Regulations will apply for this
competition.
10.3 Anti-Doping
The Anti-Doping control / processes will be carried out in full accordance with the IPC
Anti-Doping Code and the IPC Doping Control Agreement.

9.11 기록
본 대회의 선수들은 기록 경신이 허용된다. WPPO 규칙 및 규정 16.5항의 기록 경신
자격 요건을 확인하길 바란다.

10. 기본 정보
10.1 IPC회원
조직위원회는 IPC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NPC/NPF에 의해 제출된 참가 신청서만
수락한다. 또한 NPC 회장,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이 제출한 신청서만 처리된다.
IPC 회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일반적인 회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계장애인역도연맹으로 연락주길 바란다.

10.2 세계장애인역도 규칙 및 규정
본 대회에서는 현재 세계장애인역도 기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10.3 도핑방지
도핑 방지 관리 / 절차는 IPC도핑방지 규정과 IPC 도핑관리규정에 따라 진행 될 것이다.

10.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thletes who have never been classified and or have a designated sport class status of
Review or Review 2021 or earlier will be required to underg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prior to the start of the competition. A detailed classification schedule will
follow after the revision of the final entries by World
Para Powerlifting. Athletes that are required to atten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must
arrive no later than 16 June 2021.
10.5 Extra Days
In case of early arrivals or late departures outside of the official arrival and departure
dates, any additional needs for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meals and any other
services must be organised and paid for by the respective NPC/NF for these additional
dates.

10.4 국제등급분류
한 번도 등급분류를 받은적이 없고, 또는 스포츠등급상태가 재검이나 재검2021 또는 그
전일 경우, 경기 시작 전에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세부 등급분류 일정은 세계장애인역도의 최종 엔트리 수정 후 진행된다. 국제등급분류에
참가해야하는 선수는 늦어도 2021년 6월 16일까지 현지에 도착해야 한다.

10.5 기타 일
공식 도착 및 출발 날짜 이외의 이른 도착 또는 늦은 출발의 경우, 숙박, 운송, 식사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추가 필요성은 해당 NPC/NF에 의해 진행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11.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is consisting of seven emirates: Abu Dhabi, Dubai, Sharjah, Ras Al Khaimah, Ajman,
Umm Al Quwain and Fujairah. Four-fifths of the UAE is desert but has contrasting
landscapes—from the towering red dunes of the Liwa to the rich palm-filled Oasis of Al
Ain, from the precipitous Hajjar Mountains to the more fertile stretches of its coastal
plains.
Though small (like the size of Scotland), the UAE has become an important player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1971, the late President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 unified the small, underdeveloped states into a federation—the
only one in the Arab world. With his visionary leadership, oil wealth was used to develop
the UA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open and successful economies.
In 2004, His Highness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became the President and
has since continued to strive towards an ambitious vision for the UAE.

11.1 DUBAI
Dubai is located on the Eastern coast of the Arabian Peninsula, in the south west corner
of the Arabian Gulf. It is extremely well known for its warm hospitality and rich cultural
heritage, and the Emirati people are welcoming and generous in their approach to
visitors. With year-round sunshine, intriguing deserts, beautiful beaches, luxurious
hotels and shopping malls, fascinating heritage attractions and

a thriving business community, Dubai receives millions of leisure and business visitors
each year from around the world.
11.1.1 Dubai Rulers:
Since 1833 the reigning Al Maktoum family have ruled Dubai. Under their wise and
progressive leadership Dubai has prospered and it is now the business and tourism hub
for a region.
11.1.2. Dubai History:
Saruq Al-Hadid sit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in Dubai and the region, as it offers much of the UAE old past, especially during the Iron
and Bronze Ages ،which confirms that the UAE civilization extends to 5 thousand years.
11.2 Dubai Economy:
The past few decades have witnessed incredible growth throughout all sectors of the
Dubai economy. The emirate’s government is constantly working to improve its
commercial transparency and introduce dynamic regulations that aid the form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ubai’s economy is no longer reliant on oil, but is more
diversified, relying heavily on trade, services and finance sectors. With its central
geographic location between Asian and European markets, Dubai has worked hard to
establish itself as an integral part of the global trade mechanism. Its central location
has also allowed Dubai to become a popular and accessible tourist destination.

11.3 GENERAL INFORMATION:
Weather:
Dubai has a tropical desert climate because of its location within the Northern desert
belt. Summers are extremely hot and humid, with an average high around 41 °C (106
°F) and overnight lows around 30 °C (86 °F). Most days are sunny throughout the year.
Winters are warm and short with an average high of 23 °C (73 °F) and overnight lows
of 14 °C (57 °F). Precipitation, however, has been
increasing in the last few decades with accumulated rain reaching 150 mm (5.91 in) per
year. The weather in Dubai can bring short and irregular rainfall as is typical for the
Middle East. Most of the rainfall occurs in the December to March
period. The weather between December and March remains warm and is the most
comfortable climatic conditions of the year.
Currency:
The local currency is the dirham, which is pegged at AED 3.67 to 1 US dollar. Dubai is
tolerant and cosmopolitan, and all visitors are welcome. However, Islam is a way of life
in the city, and therefore tourists should adopt a certain level of cultural and religious
sensitivity for the duration of their stay.

ELECTRICITY AND POWER SOCKETS IN THE UAE: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standard voltage is 240-220 V.
The standard frequency is 50 Hz. The power sockets that are
used are of type G. Find pictures of these power sockets and
corresponding plugs.

TRANSPORTATION IN DUBAI:
Dubai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ities in today's world, making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absolutely imperative, and since providing an advanced
transport network for the people of Dubai has been high on the government’s agenda,
which is evident from its initiatives to enhance the public transport facilities and
improve roads across the emirate to make travel safer and smoother, the Roads and
Transport Authority (RTA) was formed by the decree
number 17 for the year 2005, The tourist can enjoy his staying in Dubai with
varieties of transportation, “Roads, Taxis, Metro, Bus, Trams, Ports and water travel, Air
travel and see”.

Dubai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primary
international airport serving Dubai, United
Arab Emirates and is the world's busiest
airport by international passenger traffic. It is
also the fifth-busiest airport in the world by
passenger traffic, and the
Sixth-busiest cargo airport in world. The airport has a total capacity of 90 million
passengers annually. As of January 2016, there are over 7,700 weekly flights operated
by 140 airlines to over 270 destinations across all inhabited continents

Road
D 89 leading to Dubai Airport
The airport is connected by the road D 89. One of the longest intra-city roads, D 89
begins at the Deira Corniche and runs perpendicular to D 85 (Baniyas Road). From
Deira, the road progresses south-eastward towards Dubai International Airport,
intersecting with E 311 (Emirates Road) past the airport. A road tunnel underneath one
of the runways, was built in 2003.

Metro - Dubai Metro
Metro Dubai is accessible for the people of
Determination, there are only two metro
stations between the event Hotels and the
venues.
The airport is served by Dubai Metro, which operates two lines through or near the
airport. The Red Line has a station at each of Terminal 3 and Terminal 1. Services run
between 6 am and 11 pm every day except Friday, when they run between 1 pm and
midnight. These timings differ during the Islamic holy month of Ramadan. The stations
are located in front of both terminals and can be accessed directly from the arrivals
areas.
The Green Line has at a station near the Airport Free Zone, from which passengers can
connect to Terminal 2.

Bus
Dubai Buses operated by RTA run a number of
routes to the city but mainly Deira and are
available at the Airport Ground Transportation
centre and the Arrivals at every terminal.
Passengers who need to transfer between
Terminals 1 and 3, and Terminal 2 can use the
inter-terminal shuttle bus service which operates
frequently.

Bus stations are situated opposite both Terminal 1, 2 and 3. Local buses 4, 11, 15, 33
and 44 can be used to connect with Terminal 1 and 3, while bus 2 connects
with Terminal 2. Dubai International Airport Buses provide air-conditioned transport
into the city centre and over 80 hotels in the city.
Emirates offers a complimentary coach service, which operates three daily services to
and from Al Ain, and four daily, to and from Abu Dhabi.

Taxi
The airport is served by the Government owned
Dubai Taxi Agency, which provides 24-hour service
at the arrivals in every terminal.

Fazza LOC- Sponsors

Welcome to Dub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