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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명：2015	 아시아	 라켓볼	 챔피언쉽	 (아시아	 나라별	 최강팀	 결정전) 
	 
2.	 주	 최：아시아라켓볼연맹 
	 
3.	 주	 관：아시아라켓볼연맹,	 고양시	 라켓볼	 연합회 
	 
4.	 후	 원：고양시,	 경동제약,	 팀내쇼날,	 E-FORCE,	 스포츠유피,	 한볼,	 Penn,	 OPITANO, 

	 	 IRF,	 일본	 라켓볼	 연맹,	 IRT-JAPAN,	 LPRT-JAPAN 
	 
5.	 일	 정：2015 년 3 월 21 일(토)	 〜	 22 일(일) 

※개회식	 3 월 21 일(토)	 오후 4:00	 예정 
※경기개최시간	 오전	 8:00〜오후 9:00	 (22 일은	 오후 7:00	 종료	 예정) 
※폐회식	 3 월 22 일(일)	 오후７:00	 예정 

	 
6.	 대	 회	 장：고양체육관	 라켓볼장 
	 
7.	 운	 영：아시아라켓볼연맹	 경기위원회 
	 
8.	 참가인원：남녀별	 OPEN 클래스	 /	 남녀별	 A 클래스	 각	 클래스별	 최대 16 팀 

※전	 클래스	 최대	 64 팀	 접수	 가능 
	 
9.	 참가구분：남녀별	 OPEN 클래스	 /	 남녀별	 A 클래스 
※OPEN 클래스	 /	 A 클래스	 중복신청	 불가능 
※OPEN 클래스	 /	 A 클래스	 1 회전	 패전팀은	 Elite 클래스	 /	 B 클래스로 
자동	 이동되어	 경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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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방법  
1)	 각	 클래스	 공통사항 

※ 1:단식	 /	 2:복식	 /	 3:단식	 의	 단체전 
	 	 	 	 ※	 각	 팀	 최소	 2 명〜최대 4명	 접수	 가능 

※ 2 게임을	 이기는	 팀이	 승리.	 단식,복식을	 이겨서	 승패가	 결정난	 경우에도 
마지막	 단식은	 반드시	 정상진행	 합니다. 

	 	 2)	 각	 클래스	 개최	 방법：토너먼트	 형식 
① OPEN 클래스 

<1 회전-준결승> 
※ 15 점	 1 세트	 매치 
※ 타임아웃	 각	 1 회(30 초) 
※ 1 회전	 패전팀은	 Elite 클래스	 토너먼트로	 이동 
<결승전> 
※ 11-11-	 듀스	 (2 포인트	 연속득점	 승리) 
※ 타임아웃	 각 1 회(30 초)	 /	 세트	 사이	 2 분 
※ 참가	 팀	 수에	 따라	 경기방식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② A 클래스 
※ 15 점	 1 세트	 매치 
※ 타임아웃	 각	 1 회(30 초) 
※ 1 회전	 패전팀은	 B 클래스	 토너먼트로	 이동 

③ Elite	 /	 B 클래스 
※ 15 점 1 세트	 매치 
※ 타임아웃	 각 1 회(30 초) 
※접수	 마감	 후	 참가팀	 수에	 따라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내용을	 
공지없이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경기규칙：국제라켓볼연맹(IRF)	 경기규정에	 준함 
	 
12.	 경	 기	 구：Pro	 Penn(Green) 
	 
13.	 표	 창：	 전	 클래스	 (OPEN	 /	 A	 /	 Elite	 /	 B	 클래스)	 동일 

※ 우승：메달・상장수여 
※ 2 위：메달・상장수여 

	 	 ※	 3 위：메달・상장수여 
	 
14.	 참	 가	 비：1 팀(고정)	 /	 ＄110-	 /	 ¥13,500-	 /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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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가신청：【18.문의사항】에	 적힌	 이메일	 로	 이하의	 5 항목을	 보내	 주십시오. 
①팀명 
②팀	 대표자	 성명・국적・전화번호・메일	 주소 
③팀	 소속선수	 성명・국적 
④참가	 구분	 (OPEN 클래스	 /	 A 클래스) 
⑤기타	 질문	 등	 (있을	 경우에만	 해당) 
또한	 참가신청	 시	 다음	 언어로	 신청	 바랍니다. 
※ 일본선수：일본어	 혹은	 영어(로마자)로 
※ 한국선수：영어(로마자)	 /	 전화번호는	 +나라번호를	 붙여서	 표기 
※ 그	 외	 지역선수：영어(로마자)	 /	 전화번호는	 +	 나라번호	 붙여서	 표기 

	 
16.	 참가비납부  

※일본	 팀：일본	 납부계좌	 (三井住友銀行	 池袋東口支店普通	 8749493	 一般社団法人	 日本
ラケットボール連盟) 
※한국	 팀：한국	 납부계좌(우리	 1002-748-187037	 김재훈) 
※그	 외	 지역	 선수팀：경기	 당일	 대회본부로	 납부. 

	 
17.	 접수마감：2015 년 3 월 13 일	 오후 6:00	 마감 
	 
18.	 문의사항：아시아라켓볼연맹 

홈페이지	 www.asiaracquetball.org 
※ 일본사무국	 JPRF(일본라켓볼연맹본부	 내) 
주소：〒173-0013	 東京都豊島区東池袋 2-46-2-2F 
전화번호：070-1302-1910	 ※	 +81-70-1302-1910 
전화문의시간	 오전 10:00〜오후 6:00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메일：arf@jprf.jp 
담당：	 오이카와/	 모치노	 /	 이이다	 /	 하코이시 

※ 한국사무국	 서울	 동작구	 상도 2동	 171-1 
전화번호：010-2512-8612	 ※	 +82-10-2512-8612 

이메일：	 ymcasc@hanmail.net 
담당：	 김재훈 

	 
19.숙박처：대회장	 근처	 추천호텔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일본선수	 중	 개인적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JPRF 에서	 예약대행	 합니다.	 참가	 접수시	 
⑤기타	 질문	 란에	 【숙박처	 예약대행	 희망】과	 함께	 숙박자	 성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	 이외의	 선수는	 개인적으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회요강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