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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애슬론 (선수부)

□ 종별 및 세부종목

구분 등급 스프린트(Sprint) 중거리(Middle)

남/여

좌식부문 LW10~LW12(통합) 4.5km 7.5km

입식부문 LW2~LW9(통합) 4.5km 7.5km

시각장애 B1~B3(통합) 4.5km 7.5km

□ 참가자격

○ 2022-23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참가신청을 필한 자

□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 참가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 경기방법

○ 출발순서 결정: 대회 전날 팀 대표자 회의에서 추첨

○ 장애 유형별 출발순서: 장애 유형별 참가선수 수에 따라 결정하며, 경기 전 대표자  회

의에서 공지

○ 순위결정

- 좌식, 입식, 시각장애 부문은 경기기록에 등급별 백분율(%)을 적용해 순위를 결정한다.

○ 시각장애 부문 가이드 적용 규칙

- 가이드는 해당 시·도의 선수단(선수)에 포함하여 참가한다.

- B1 등급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고글(선글라스)을 착용하고 경기를 해야 한다.

(안쪽이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한다.)

- B1 등급은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경기해야 한다.

- B2, B3 등급 또한 가이드와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이 가능하다.

- 가이드는 ‘가이드 대기구역‘ 내에서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다.

○ 바이애슬론 사격 규칙

- 10M 사격을 실시하며 입식, 좌식 부문 선수는 본인 소지 허가 공기소총(총포법   준수)

을, 시각장애 부문 선수는 연맹 제공 전자시스템 총기를 사용한다.

사격자세는 복사만 실시한다. (단, 좌식선수(LW10-12)는 복사 또는 입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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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트(Sprint) 경기는 2회의 사격(5발씩 2회)을 실시한다.(1.5km * 3바퀴)

- 중거리(Middle) 경기는 4회의 사격(5발씩 4회)을 실시한다.(1.5km * 5바퀴)

- 불명중 1회마다 1바퀴의 벌칙주로를 주행해야 한다.(좌식 100m / 입식 150m)

- 영점사격 시에는 반드시 종이 표적지에만 사격을 해야 한다.

○ 선수가 잘못된 구역에서 스키를 타거나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였을 경우, 선수는 이탈했

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맞은 방향으로 스키를 타야 한다. 이 때 다른  선수를 방

해해서는 안 된다.

□ 기타사항

○ 모든 규정은 국제연맹의 경기 규정을 따른다.

○ 스키장비 중 스키플레이트, 부츠, 바인딩에 관한 규정은 국제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장비

를 소지해야 한다.

○ 좌식스키 선수들의 싯스키(Sit Ski)는 바인딩부터 엉덩이가 닿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40c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스포츠등급

- 입식부문 : LW2, LW3, LW4, LW5/7, LW6, LW8, LW9

- 좌식부문 : LW10, LW10.5, LW11, LW11.5, LW12

- 시각장애 : B1, B2, 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