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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독일장애인체육회(NPC Germany)는 2020 세계장애인수영 월드시리즈 격인 IDM 베를린 2020 에
참가하는 모든 연맹과 외국 클럽을 초대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모든 국가의 국제등급을
받은 장애인 수영 선수들 참여가 열려 있습니다. 국내등급을 받은 독일 이외의 선수는 엔트리에
예외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일반 정보

1.1

날짜 및 일반 정보

대회 일자:

2020년 6월 18일(목) ~ 21일(일)

입국일:

2020년 6월 14일(일) ~ 17일(수)

출국일:

2020년 6월 22일(월)

주관: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Germany - Section Swimming

주최 (LOC):

Paralympischer Sport Club Berlin e.V. and
Behinderten- und Rehabilitations- Sportverband Berlin e.V.

LOC 연락처:

Benjamin Fabian, fabian@bsberlin.de
Matthias Ulm, matthias.ulm@idm-schwimmen.de

WPS 연락처:

Nyasha Mharakurwa,
Nyasha.Mharakurwa@WorldParaSwimming.org

등급분류 담당자:

Jovana.Zrnzevic@WorldParaSwimming.org

1.2

경기장

Schwimm- und Sprunghalle im Europa Sportpark
Paul – Heyse – Strasse 26
10407 Berlin
Germany
수영장:

대회 수영장

워밍업/다운 수영장

50 x 25m, depth 3m

50 x 25m, depth 2,10m

수온:

26°C

26°C

레인개수:

10

10

레인종류:

Super Wave killer

Wave killer

계측 시스템:

Omega electronic timing

웜-업/다운 수영장은 전체 대회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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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권대회 프로그램
대회 세션 타임라인은 최종 엔트리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Session 1, 18.06.2020

Session 3, 19.06.2020

Session 5, 20.06.2020

Session 7, 21.06.2020

Warm Up from 7.00

1 200m Freestyle
S1-14

2 200m Freestyle
S1-14

3 100m Butterfly
S5-14

4 100m Butterfly
S5-14

12 100m Freestyle

female
Heats

13 100m Freestyle

male
Heats

14 50m Backstroke

female
Heats

15 50m Backstroke

5 100m Breaststroke male
SB1-14

Heats

6 100m Breaststroke female
SB1-14

Heats

7 400m Individual Medley
SM6-14

Timed Finals

8 400m Individual Medley
SM6-14

Timed Finals

9 200m Backstroke
S1-14

10 200m Backstroke
S1-14

Warm Up from 7.00

male
Heats

S1-14
S1-14
S1-14
S1-14

22 50m Freestyle

male
Heats

23 50m Freestyle

female
Heats

24 50m Breaststroke

male
Heats

25 50m Breaststroke

16 150m Individual Me female
SM1-4

Heats

17 150m Individual Me male
SM1-4

Heats

18 800m Freestyle
S6-14

19 800m Freestyle
S6-14

male
Timed Finals

20 4x100m Freestyle

female
Timed Finals

21 4x100m Freestyle

S1-14
S1-14

Warm Up from 7.00

female
Heats

S1-14
S1-14
SB1-14
SB1-14

26 400m Freestyle
S5-14

27 400m Freestyle
S5-14

32 100m Backstroke

female
Heats

33 100m Backstroke

male
Heats

34 200m Individual Me female

female
Heats

35 200m Individual Me male

male
Heats

36 50m Butterfly

female
Heats

37 50m Butterfly

male
Timed Finals

38 200m Breaststroke female

female
Timed Finals

39 200m Breaststroke male

female
Timed Finals

28 200m Butterfly

male
Timed Finals

29 200m Butterfly

female
Timed Finals

30 4x100m Individual Medley

male
Timed Finals

31 4x100m Individual Medley

S5-14
S5-14
S1-14

Timed Finals

S1-14

Warm Up from 7.00

male
Heats

S1-14
S1-14
SM3-14

female
Heats
male
Heats
Heats

SM3-14

Heats
female
Heats

S1-14

male
Heats

S1-14
SB4-14

Timed Finals

SB4-14

Timed Finals

40 4x50m Freestyle
S1-14

Timed Finals

Timed Finals

11 4x50m Individual Medley
S1-14

Timed Finals

대회 세션 타임라인은 최종 엔트리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Finals

Finals

Finals

Finals

Session 2, 18.06.2020

Session 4, 19.06.2020

Session 6, 20.06.2020

Session 8, 21.06.2020

Session Start 17.00
B-Finals, C-Finals, Youth-Finals

Session Start 17.00
B-Finals, C-Finals, Youth-Finals

Session Start 17.00
B-Finals, C-Finals, Youth-Finals

Session Start 16.00
B-Finals, C-Finals, Youth-Finals

Start after Finish of B-Finals
A-Finals

Start after Finish of B-Finals
A-Finals

Start after Finish of B-Finals
A-Finals

Start after Finish of B-Finals
A-Finals

200m Freestyle
200m Freestyle
100m Butterfly
100m Butterfly
100m Breaststroke
100m Breaststroke

100m Freestyle
100m Freestyle
50m Backstroke
50m Backstroke
150m Individual Medley
150m Individual Medley

50m Freestyle
50m Freestyle
50m Breaststroke
50m Breaststroke
400m Freestyle
400m Freestyle

www.idm-schwimmen.de

100m Backstroke
100m Backstroke
200m Individual Medley
200m Individual Medley
50m Butterfly
50m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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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베를린 이동 방법

베를린은 2개의 국제 공항을 보유한다: - Berlin Tegel (TXL) / Berlin Schoenefeld (SXF).
두 공항은 아래에 명시한 대회 경기장과 호텔로 대략 비슷한 거리로 위치해 있다.
기차로 이동할 때, 가장 가까운 역은 Berlin Ostbahnhof (East-Station) 이며, Berlin Main Station역도
이동 가능하다.
차로 이동할 때: 베를린 내 도시는 환경 보호 구역으로 명시되어, 저-배출 차량만 허용 가능하다. 이
차량은 그린 스티커를 부착한다. 대회 경기장은 환경 보호 구역 외부에 있지만, 시내를 통과할 때는
지역을 점검하며 미리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erlin.de/senuvk/umwelt/luftqualitaet/umweltzone/index_en.shtml
1.4

비자

독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는 알맞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서류
발급을 위해 NPC 독일 본부의 Ulrike Hentschel (hentschel@dbs-npc.d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NPC 독일은 이러한 자격을 위해 당신의 NPC의 서류가 필요하다.
독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경우, 당신의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auswaertiges-amt.de/en/einreiseundaufenthalt/visabestimmungennode/staatenlistevisumpflicht-node

1.5

숙박 및 수송

팀은 각자 숙박 및 수송을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및 수송 파트너 목록이 있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dm-schwimmen.de/download/



1.6

호텔 요청:
수송 요청:

hotel@idm-schwimmen.de
transport@idm-schwimmen.de

대회 비용

엔트리 비용:

선수 1인당 - € 120
스태프 1인당 - € 40 (코치, 의료진, 보조 등)

지연 엔트리 비용:

2020년 5월 24일 이후의 변경 1건 당 - € 10 (추가 및/또는 수정)

엔트리 비용은 베를린 내 숙박, 수송 및 식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엔트리 비용에서 당신은 지불 마감기한과 참조가 작성된 공식 인보이스를 받을 것이다. 엔트리 비용
지불 계좌 자세사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성된 엔트리로 NPC/클럽에 제작된 엔트리 비용
인보이스를 보낼 예정이다. 6 월 7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마감기한 이후의 지불은 50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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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스포츠 엔트리
Entries by name

모든 by name 엔트리는 대회 이전 최소 8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날짜까지 선수 및 스태프를
등록해야 한다. Entry by name 마감기한 이후에 추가 인원은 지연 엔트리 비용(1.6항 참고)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회 이벤트 마감기한(2.2항 참고)까지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다.
모든 NPC는 국가 클럽 또는 연맹이 신청한 모든 엔트리를 확인할 것이다. NPC 독일은 귀하의
NPC가 제공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클럽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Entry by name 마감기한:
2020년 5월 4일, 월요일
모든 엔트리는 www.idm-schwimmen.de 사이트에서 온라인-엔트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이
시스템은 최소 2020년 4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IDM 2020의 새로운 ID를 만들어야 한다.

2.2

종목 엔트리

대회 시작 4주전인 엔트리 마감기한까지 종목을 등록하며 변경할 수 있다. 본 대회의 등급분류를
진행하는데 선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m 평영 및 1개의 S-등급 (자유형, 배영, 접영)을
등록해야 한다.
종목 엔트리 마감기한: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2.3

엔트리 확정 및 수정

모든 NPC/팀은 종목 엔트리 마감기한 이후 엔트리를 공지할 것이다.
모든 팀은 2020년 5월 19일에 팀 엔트리의 첫 번째 개요를 받을 것입니다. 이 상태는 거절된 엔트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예, 2.6.1 및 2.6.5 항)
모든 팀은 5월 24일까지 수정한 엔트리를 조직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meldung@idm-schwimmen.de
마감기한 이후의 모든 추가사항, 변경 및 삭제는 1건 당 10유로의 비용이 부과된다.
(1.6 항 지연 엔트리 참고)

2.4

대회 포맷 및 일정

대회는 세계장애인수영 기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첫 출발 규정은 IDM 베를린 대회에
적용될 것이다. FINA가 승인한 수영복만 IDM 베를린 대회에 허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회는 지체,
시각 또는 지적 장애의 선수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S1-S14 등급의 종목이 제공된다. 엔트리 시간 및
등급분류에 따라 시드가 배정된다. 모든 랭킹은 독일 1000 포인트 시스템으로 완료된다.
대회 일정은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변경 및 업데이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 www.idm-schwimmen.de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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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자격

2.5

IDM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m Schwimmen) 베를린 대회는 장애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
WPS 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는 WPS SDMS ID 를 사용하여 대회를 등록하며, 현재
세계장애인수영 등급분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paralympic.org/swimming/classification/masterlist
국제 등급분류가 없는 선수는 국내 등급분류로 예선전을 참가하지만 월드 시리즈 결선(A-Final)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내 등급분류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 선수를 엔트리 포탈에 해당 선수를
예외사항으로 등록하는 것이 연맹 또는 클럽의 의무사항이다. 선수는 예외사항없이 등록한 선수는 비장애인처럼 간주된다.
IDM 2019에서 등급분류를 받는 선수는 100m 평영 종목 및 1개의 S-등급 종목(자유형, 배영, 접영)을
등록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WPS 월드시리즈 결선에 참가하고 대회 결과가 인정되기 위해서 선수는 현재 2020 WPS 라이선스를
보유하며, 국제 등급분류를 완료해야 한다.

규칙 및 규정

2.6

모든 세계장애인수영 월드시리즈 이벤트는 세계장애인수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세계장애인수영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Swimming – Rules & Regulations – Rules)
세계장애인수영 규칙 및 규정 내 다음 수정사항은 본 대회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2.6.1

예선:

예선은 최근 예선기록의 가장 빠른 순서로 파이널 모드로 시간 별로 설정된다. 종목 시간 15분 전에
소집실에 보고하는 규정은 예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6.2

대회 엔트리 제한:

a) 800m Freestyle, 400m Individual Medley:
S6-S14 등급의 800m 자유형 및 400m IM 종목은 2개의 예선만 진행됩니다.
종목 별 상위 20위의 기록만 1000-points 시스템이 허가된다.
2009년에 태어난 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b) 400m Freestyle:
우리는 오픈 대회의 S5-S14 등급의 400m 자유형 예선 종목에서는 상위 40위의 기록만
진행한다. 유스(Youth) 선수의 S5-S14 등급 선수는 400m 자유형 엔트리 참가에는 제한이 없다.

2.6.3

결선:

복합-장애 선수가 참가하는 결선은 1000 –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된 예선 종목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결선의 수는 예선의 각 종목 엔트리 수에 따라 결정된다. 선수의 수가
40명까지는 A-파이널과 B-파이널로 진행된다. 추가로 Youth-파이널은 70명의 선수까지 진행된다.
70명 이상의 예선 종목은 A-, B-, C- 및 Youth-파이널로 진행된다.
오픈 결선에는 최소 5명의 후보선수 및 Youth 결선에는 최소 3명의 후보선수가 발표될 것이다.
포인트가 동률이며 결선 포기가 있는 경우, 통합될 것이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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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수영 월드시리즈:
월드시리즈의 부분인 IDM 은 WPS 월드시리즈 결선을 개최할 것이다. WPS 라이선스 보유 선수만
WPS 월드시리즈 결선에 등록할 수 있다.

월드-시리즈 결선:
포인트 별 상위 10 명의 선수는 다중-장애 월드 시리즈 결선에 참가할 수 있다. 종목 별 등급 별 상위
3 명만 월드시리즈 결선에 참가할 수 있다.

B-파이널:
그 다음 10 명의 선수는 다중-장애 B-파이널에 참가할 것이다.

C-파이널:
C-Final 파이널은 예선에서 70 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할 경우에만 진행된다.
포인트 별 다음 10 명의 선수가 다중-장애 C-파이널에 참가할 것이다.

Youth-Final(유스-파이널):
Youth-Final(유스-파이널)은 예선에서 40 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한 경우에만 진행된다. 오픈 파이널
A – C 가 설정된 이후 포인트 별 최상의 5 명의 독일 선수와 5 명의 국제 유스 선수(유스 등급 AD)가 유스-파이널에 참가할 것이다.

결선 불참
다중 결선(교체 포함) 불참은 결과가 발표된 최소 30분 이후에 작성해야 한다.
우리는 결선 경기에 의료 불참을 제외하고 “불참-DNS”에 대해서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월드
시리즈 결선에 8명 미만의 선수가 있는 경우, 결선은 진행되지 않는다. 결선은 월드 시리즈 결선에
따라 B-, C- 및 유스-파이널로 진행된다.

2.6.4

계영:

모든 계영 종목은 1000-포인트 시스템으로 통해 오픈 등급으로 수여한다.
세계장애인수영 랭킹의 계영 결과는 각각 분리되어 게시된다:
- 4x100m 종목: 34 points – S/SB 1- 10, 49 points – S/SB 11 – 13 and S14
- 4x50m 종목: 20 points – S/SB 1 – 10

2.6.5

연령 구분:

오픈:

Offene Klasse (Open Class)

2010년 이후 출생선수

유스:

Jugend A (Youth A)

2003 - 2004년생

Jugend B (Youth B)

2005 - 2006년생

Jugend C (Youth C)

2007 – 2008년생

Jugend D (Youth D)

2009 – 2010년생

독일 유스 보호 정책에 따라, 2010년 선수는 예선과 결선을 포함하여 하루에 6개의 종목만
허용한다. 추가적으로, 이 선수는 200m 접영, 400m 개인혼영과 800m 자유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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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 정보

3.1

일반 정보

모든 관련된 정보, 서류, 링크 및 결과는 대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www.idm-schwimmen.de

3.2

대회 경기장

수 많은 경기장과 벨로드롬은 지하로 세워졌으며, 경기장의 거리 경관은 콘크리트 계단과 공원으로
되어있다. 공원을 통해 도로(Landsberger Allee)로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지하 2층으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영 경기장 선수 입장구역으로 들어간다.
차로 들어갈 경우, Paul-Heyse-Strasse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방법이다. 수영 경기장 선수 입장구역으로 들어가는데 다음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3.3

주차

주차는 경기장 주변 모든 곳에 가능합니다. 경기장 내 주차는 주차 또는 이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경기장이 작은 규모여서, 주차증은 휠체어 사용자 또는 중증 장애 선수의 이동차량만 주어집니다.
대회 경기장의 주차 및 이동 허가증은 첨부된 신청서(17페이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9년 5월 17일 수요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허가증은 5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3.4

훈련

훈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능하다. 3일 동안의 정해진 훈련 타임테이블이 있다. 훈련 일정의
레인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훈련은 아래의 시간에 가능하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10:00-18:30 h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07:00-18:30 h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07:00-18:30 h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훈련장에서 7시부터 최종세션까지 가능하다.
목요일 이전의 훈련은 Mattias Ulm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tthias.ulm@berliner-schwimmteam.de ).

3.5

감독자 회의

팀 감독자 회의는 수영장에서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9:00에 진행됩니다. 회의실은 다이빙 풀 건너
편 오른쪽에 위치한 100m 소집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의실의 크기로 인해, NPC/클럽 당 2명만
감독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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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웜-업 & 다운

경기장은 오전 7시부터 저녁 마지막 시상식 이후 1시간까지 오픈한다.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대회 풀에서 워밍-업이 가능하다. 세션 사이에 대회 풀은 오후 세션 시작 전
30분까지 워밍업과 다운이 가능합니다.
모든 다른 시간에 위층 풀 (10레인 50m)은 모든 대회 기간에 아침 7시부터 마지막 시상식 이후 1시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빙 풀에서는 워밍-업 및 다운이 불가능하다.

3.7

아이스 배스, 마사지 테이블, 경기 분석

다이빙 풀 옆 아이스-배스 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튜브를 빌릴 수 없다. 작은 공간 때문에, 아이스
배스를 사용하기 원할 경우 대회 전에 우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tthias.ulm@berliner-schwimmteam.de)
마사지 테이블은 팀 대기실에서 사용하거나 결과 게시판 뒤에 흰색 커튼 뒤에 사용 가능하다.
경기장 내 팀 대기실 2층에 대회 분석 구역이 있다. 테이블 및 전력 플러그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등급분류 구역도 같은 층이다. 표시에 주의하시고 테이블, 플러그, 의자
등을 갖고 가면 안 된다.
알람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대회 분석 구역의 유리문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3.8

탈의실

탈의실은 대회 경기장과 같은 층이며, 워밍-업 풀 옆에 위치한다. 또한 남/여 탈의실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라커를 사용하는데 2유로의 동전이 필요하다.

3.9

소집실 및 대회

2개의 소집실이 있다:
1- 100m 소집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 다이빙 풀 옆에 위치
2- 50m 및 150m 소집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 시상식 대 옆에 위치
각 종목의 예정된 시간 15분 이전에 소집실에 선수가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종목 시작 15분
이전에 소집실에 도착하는 규정은 예선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결선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수영복 관련 세계장애인수영 규칙 및 규정에 명시한 규정이 적용된다; 수영복(수모, 수경 및 수영복)은
승인된 목록에서 해당되어야 하며, 소집실에서 점검한다. 선수는 소집실에서 수영장 데크까지
에스코트된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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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등록 사무실

등록 사무실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2.00 – 2.00 p.m. and 3.00 – 6.00 p.m.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7.00 – 10.00 a.m. and 12.00 – 2.00 p.m.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7.00 – 10.00 a.m. and 12.00 – 2.00 p.m.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7.00 – 10.00 a.m. and 12.00 – 2.00 p.m.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7.00 – 10.00 a.m. and 12.00 – 2.00 p.m.

3.11

스포츠 정보 데스크 (SID)

스포츠 정보 데스크(SID)는 경기장 데크 50m 소집실 옆에 위치하고 있다.
SID 는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운영되며, 2019 년 6 월 5 일 3 시부터 훈련 세션에도 운영된다.
아래를 포함한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주요로 한다:

-

NPC 에게 스타트리스트 분배;

-

NPC 에게 공식 의사소통;

-

공식 서류 분배(계영 신청서, 소청 신청서, 의료 불참신청서);

-

팀과 LOC/WPS 사이의 연락

대회 마지막 날에 SID에서 갖고 가지 않은 문서는 조직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3.12

선수 및 팀 임원 좌석

팀은 대회 수영장 좌석의 데크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장 외곽에 파란색으로 표시) 또한, 주 통로/선수
입장 통로의 반대편이다.
주의: 두 좌석은 비상구가 있어 항상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비상구가 표시된 앞부분에는 어떤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3.13

등록

등록 카드는 온라인 엔트리 포탈을 통해 등록한 엔트리에 기초한 팀에 제공된다.
등록 카드는 경기장 및 대회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 선수는 소집실에 등록 카드를 지참하고
이장해야 한다! 등록 카드가 없으면 경기장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카드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부터 등록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사무실은 선수 입장 통로에서 찾을 수 있다.
스태프의 추가 등록 카드는 등록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50유로의 등록비는 현장에서 지불이
가능하다.
등록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등록 사무실에서 요청할 수 있다. 등록 카드 재발급 비용은
현장에서 10유로의 금액이 청구가 된다.

IDM Berlin 2020
9

34. IDM Berlin 2020 June 18th to 21th

3.14

국제 등급분류

본 대회는 아래의 장애 유형의 국제 등급분류를 제공한다:


지체 장애(PI) – 6월 15일 월요일 ~ 6월 17일 수요일. 지체 등급분류는 대회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선수 입장 구역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와 안내문을 보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장애(II) – 6월 15일 월요일 ~ 6월 17일 수요일. 지적 등급분류는 대회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선수 입장 구역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와 안내문을 보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분류가 제공되는 대회에서, 세계장애인수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신규 또는 재검 상태의
선수에게 등급분류 일정을 수립합니다. 발표된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2020 시즌의 등급분류
요청으로 NPC에게 등급분류 일정이 주어진다.
선수는 아래에 해당된다면, 국제 등급분류가 실행될 것이다:

● 세계장애인수영 규칙 및 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장애인수영 라이선스 보유자;
● 엔트리 마감기한까지 대회에 등록한 자;
● 최종 엔트리 마감기한까지 SDMS에 의료 진단 정보(의료진단서 및 보조 문서)를 제출한
자;
선수의 건강 조건 및 장애에 따라, 추가의 의료 진단 정보가 어느 일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수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2018년 1월 7.6항에 따라) 충분한 의료 정보가
불충분하고 등급분류 패널이 의료 서류가 부족하여 공정하게 선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등급분류가 세계장애인수영 규칙 및 규정(2018년 1월) 30항에 따라 중지될 것이다.

지적 장애 선수 주의점 (II)
지적 장애 선수는 SDMS에 의료진단서를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수 평가 이전에
선수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INAS 등급분류 마스터 리스트 포함



12개월 미만의 훈련 연혁 및 스포츠 제한 설문지 (TSAL-Q) 작성 완료

등급분류 일정이 다 찬 경우:


세계장애인수영은 NPC 가 제출한 우선 목록을 기준으로 선수를 우선화한다.



세계장애인수영은 NPC별로 등급분류 슬롯 수를 분배할 재량권을 보유한다.



세계장애인수영은 등록된 선수보다 라이센스를 보유한 선수를 우선하며, 신규 선수가 재검
선수보다 우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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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선수 평가 참석에 요구되는 경우, 등급분류 기간 시작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세계장애인수영은 선수의 도착일이 아니라, 등급분류 기간에 따라 일정을 수립할 것이다.
세계장애인수영은 어느 선수의 등급분류 시간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예정된 시간에 선수가 선수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선수는 관련 대회에서 참여할 수 없다.
선수가 부적격(NE) 등급 또는 등급분류 미완료(CNC)를 받은 경우, 관련 대회에서 출전할 수 없다.
선수는 세계장애인수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2항과 4조에 명시된 선수 평가 요구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선수 평가가 중지될 수 있다.

대회 내 관찰 평가
지체와 지적 장애 선수는 대회 내 관찰 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 (세계장애인수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부록 하나 및 셋, 14항 참고).
선수가 스포츠 등급 S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급을 위해 신체 및 기술 평가 이후에 대회 내
관찰 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관찰이 종료되면 선수가 등록이 되며 S 종목에 최소 100m 거리의
종목을 참가하거나 SM 종목을 참가해야 한다. SB 등급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SB 1-3 스포츠 등급은 예외로, 관찰 평가는 50m의 거리인 종목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SM 종목에 참가하기 원하는 선수는 SB 등급으로 관찰 받아야 하며, SM 종목 기간에
수행 받을 수 없다. (SB 1-3 스포츠 등급 제외) 이 사항은 지체 장애 및 지적 장애 선수 모두에게
적용된다. 종목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시상식

메달 및 상장
예선:

유스 등급 A, B, C, D
마스터즈 등급1, 2, 3
오픈 등급: 등급 S/SB/SM 1 – 14, AB,

시간기록 결선:

1000-포인트-시스템 오픈 등급 랭킹
800m free, 200m back, 200m breast,
200m fly, 400m IM, 모든 계영 종목

결선:

1000-포인트-시스템 오픈 등급 랭킹

결선과 시간 결선에만 시상식이 있을 것이다. 모든 시상식은 결선 세션에 진행된다. 당신의 선수가
시상식에 참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예선의 모든 증명서 및 메달은 SID에서 픽업 가능합니다. 우리는 증명서와 메달을 선수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Open-A 결선의 모든 메달리스트는 1위부터 3위까지 순서대로 100€, 75€, 50€의 상금을
받습니다. A-C 결선 결과는 유스 등급의 랭킹으로 유스 결선 순서를 매깁니다.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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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DM Berlin 2020 June 18th to 21th
모든 종목에서 남자/여자 포인트 별로 가장 높은 순서대로 최상 6명의 선수에게 상금이 부여됩니다.
- (600€, 350€, 250€, 150€, 100€, 50€). 이 상금은 선수에게 직접 부여됩니다. 상위 6명의 선수가
시상식에 불참하는 경우, 그 다음 선수가 받게 된다.

5
5.1

의료 및 반-도핑 정보
반-도핑

본 세계선수권대회의 도핑 부분은 NADA 및 NPC 독일 반-도핑 운영진의 일부가 운영한다.
엔트리에 따라, 선수는 도핑 검사 제출에 선정되는 경우 국가 반-도핑 독일 에이전시 관할 하에
진행된다. NPC 독일의 반-도핑 규정은 본 대회에 적용된다.
반-도핑 규정 위반의 결과 관리는 해당 국가 연맹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본 대회에서 NPC 독일의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각 선수의 책임이다. 추가로 도핑 검사에
선정된 경우, 각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반-도핑 검사/절차는 IPC 반-도핑 규정 및 IPC 도핑 검사 동의서에 따라 실행된다.
https://www.paralympic.org/swimming/rules-and-regulations/anti-doping

5.2

경기장 내 의료 서비스

응급 처치 서비스는 대회 기간 중에 경기장에서 가능합니다.

5.3

보험

각 NPC는 모든 멤버가 여행, 책임, 사고 및 송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보험을 적당하게 마련해야 한다.
모든 대표단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알맞은 사고 및 건강 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다.
참가자에게 의료 보험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가자는 각자의 의료 보험(송환 보험 포함)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대회 참가에 대한 의료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5.4

의료진

대회 내 응급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 문제를 위해서는 병원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아래의
주소와 같다.
주소:
Rettungsstelle Vivantes Krankenhaus Friedrichshain
Landsberger Allee 49
10249 Berlin
Phone: +49 30 130 23 0

IDM Ber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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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M 2020 대회 프로그램

competition
50m free
100m free
200m free
400m free
800m free
50m breast
100m breast
200m breast
50m back
100m back
200m back
50m fly
100m fly
200m fly
150m IM
200m IM
400m IM
4x50m IM
4x50m free
4x100m IM
4x100m free

1

2

3

4

5

start class S / SB / SM
6
7
8
9
10

11

12

13

14

AB

ELIGIBILITY CODE FORM
THIS AGREEMENT MUST BE SIGNED AS A CONDITION OF ACCREDIT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HAMPIONSHIP
PLEASE READ CAREFULLY

Date of Birth (day/month/year):

Family Name:

/

/

First Name:

 Men  Women /  Athlete  Team Official

Understanding that as an athlete/team official in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DM) im Schwimmen I am participating in a event which has ongoing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n consideration of the acceptance of my participation therein, I
agree to be filmed, televised, photographed, identified and otherwise recorded during the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DM) im Schwimmen under the conditions and for
the purpose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the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DM) im Schwimmen.
I agree that all photographs and moving images taken by me at the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DM) im Schwimmen including those of athletes competing shall
be used solely for person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unless prior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Organising Committee.
I agree to comply with not allowing any exploitation of my person, name, future or sport
performance for publicity means during the the Internationale Deutsche Meisterschaften (IDM)
im Schwimmen.

_
Signature of Athlete/Team Official

/ /
(day / month / year)

BEHINDERT EN- UND- REHABIL IT AT IONSSPORT VERBAND BERLIN E. V.
Hanns-Braun-Straß e, Kursistenflü gel, 14053 Berlin

PARKING/ T RANSIT PERMISSION
th

Until May 24 2020 to be sent to:
BS Berlin e.V.
Katalina Czogalla
Hanns-Braun-Str., Kursistenflü gel
14053 Berlin
Phone: +49 30 308 33 87 0

per Fax: (030) 308 33 87 200
per Mail:support@bsberlin.de

Country

We order a

transit permission

parking permission

for the car with the registration plate:

For questions you can contact:
Name:

Firstname:

Phone:

Fax:

Mobil:

(all numbers with country code, please)

E-Mail:

Place, Date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