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대한사격연맹
수 신 시도사격연맹회장
(경유)
제 목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격대회 개인전(번외경기) 개최 안내
우리 연맹은「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격대회 개인전(번외경기)」개최에 따라, 경기요
강 및 참가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시도 사격 생활체육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격대회
나. 대회기간: 2022. 5. 21.(토) - 22.(일) / 2일간
다. 대회장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라. 주최주관: 대한사격연맹
마. 참가대상: 2022년도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완료 된 선수 중 개인전 참가자
- 시도사격연맹 대회 참가 접수 선수는 별도의 개인전 참가신청 필요 없음
바. 경기종목: 산탄총 3개종목(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 성별, 등급(AA, A, B 등)분류 없이 통합 1개부 경기진행
사. 경기일정: 붙임 경기요강 참고
2. 참가신청: 개인전(번외경기) 참가자에 한함
가. 참 가 비: 종목별 40,000원(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중식 미제공

- 시도사격연맹 대회 참가 접수 선수는 참가비 없음
나. 참가신청 마감: 2022. 5. 13.(금) 17:00까지
다.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등 전자우편 제출 및 참가비 납부
- 전자우편: koreashooting@naver.com
- 대회참가신청서, 총기허가증(본인 명의) 사본
라. 참가비 입금계좌: 기업은행 212-014995-04-874 대한사격연맹
※ 참가비 환불: 대회 참가신청 마감 후 무단불참 또는 불참신청을 하여도 참가비
는 환불되지 않음.
3. 행정사항 및 참고사항
가. 시도사격연맹 대회 참가 접수 선수와 번외 신청 선수의 본선기록을 통합하여 종
목별 개인전 순위 결정

가. 참가접수는 대회 당일 및 현장에서 불가하오니 대회 참가신청 마감기한 준수 요망
나. 총기 일시관리전환: 참가자 개별적으로 총기일시관리 전환
다. 대회 참가선수는‘본인 명의 총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대회참가 불가
라. 2022년도 생활체육 선수 등급분류 적용없이 참가인원에 따라 랜덤방식으로 조별
및 사대배정 예정
마. 결선 경기는 국제사격연맹(ISSF) 결선 규정에 따름
바. 아메리칸 트랩 표적 방출기: 0도 방출(본선, 결선)
사. 대회기간 중 중식 미제공
아. 방역체계: 2022년 5월 유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별도 공지
자. 대회 관련 공지 및 안내: 대한사격연맹 홈페이지(www.shooting.or.kr) 참고

붙임

1.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격대회 개인전(번외경기) 경기요강 1부.
2. 참가신청서(총포소지허가증 사본 포함) 서식 1부.
3. 불참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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