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파트너쉽 수영 대회
Mencap Sport & Special Olympics 영국 주관
2018년 9월 1일 ~ 9월 2일
장소 : Wales National Pool, Sketty Lane, Swansea, SA2 8QG

대회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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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임시 일정표

토요일 - 2018년 9월 1일
9.00am
9.45am
9.40am
10.15am
12.40pm
1.15pm
1.30pm
4.25pm
5.00pm

–
–
–

9.30am
10.00am
10.10am

–
–

1.10pm
1.25pm

–

4.55pm

일요일 – 2018년 9월 2일
9.00am
9.45am
10.45am
11.30am

–

9.30am

–

11.15am

등록
감독자 회의
세션1 워밍업
세션1 시작
세션2 워밍업
스윔 챌린지
세션2 시작
세션3 워밍업
세션3 시작
세션4
세션4
세션5
세션5

워밍업
시작
워밍업
시작

실제 대회기간에 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5:00까지 www.mencap.org.uk/about-us/our-projects/mencap-

sport/national-partnership-swimming-competition 에서 등록 및 온라인 결제 또는
sport@mencap.org.uk 에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Mencap Sport, 123 Golden Lane, London, EC1Y 0RT. 에 신청서 및 비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신청서는 관련 감독에게 반환되며, 엔트리를 바로잡을 때까지 대회 에
등록이 안될 것이다. 마감기한 이후에 Mencap Sport의 사전 허가만 있을 때 승낙되며, 선수 당
3파운드의 지연 등록비가 있을 것이다.

엔트리 마감기한 – 2018년 7월 18일
등록비용
본 대회의 엔트리 비용은 종목 당 선수 당 7.5파운드이다.
등록 비용 포함: 대회 엔트리, 개/폐회식 참가 및 네 명의 선수당 한 개의 프리 폴 패스를 받는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선수는 한 개의 패스를 받는다.) 추가 패스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 패스당 6파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필요한
패스의 숫자를 명시하며, 대회 기간에 패스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감기한까지 등록신청서 및 지불이 완전하지 못한 선수의 엔트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중은 경기를 보러 오는데 환영하지만, 수영장 안으로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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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개인 공간이 있는 혼성 탈의실 공간이 있으며, 사람을 들 수 있는 기구가 있는 한 공간이 있다.
사용 가능한 락커(1파운드)가 있지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표단과 관중에게 열려있는
음료와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대회 경기장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visitswanseabay.com/touristinformation/
숙박
스완지에 많은 종류의 호텔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visitswanseabay.com/.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스완지 병원은 대회 경기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감독은 모든 선수가 건강 정보 서류를 완성하여 대회에 참가토록 해야 한다. 감독은 대회 기간에
항상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
대회는 영국 스페셜올림픽 및 Mencap을 통한 제3자 보험 책임자가 담당한다.
정보 보호
수영 종목에 등록하기 위해, 우리는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한다.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 당신의 정보를 보관할 것이다. 우리는 5년 이후에 그 정보를 폐기할 것이다.
우리는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동의 없이 Mencap과 SOGB 밖에 어느 누구의 개인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권리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2018년 4월 부의
사적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자격 정보 (이 대회는 레벨3 스윔 웨일즈 및 INAS 라이선스 보유)
선수 자격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o 대회 시작 일부로 최소 11세 이상
o 학습/지적 장애를 보유한다고 판단 (예, 영국 스페셜올림픽 기준 참고)

o 수영 클럽의 멤버이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최근 12개월 내 기타 수영 대회/갈라에 참여
o (영국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인 경우, 지역 스페셜올림픽 대회 참가 이전에
최소 8개월에 관련 종목의 훈련 프로그램 참가, 스페셜올림픽 지역 대회 참가 이전에
최소 26주에 관련 종목의 훈련 프로그램 참가, 국내 대회 참가 이전에 최소 26주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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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훈련 프로그램 참가)

o 등록한 대회 수준에 참가하는 기술적인 역량 보유
o 항상 선수 및 파트너 규정 실행 준수
자원봉사, 코치 또는 에스코트 자격
스페셜올림픽 대표단 및 구체적 직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는 대회 개회식 이전 최소 6개월
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o 영국 스페셜올림픽 등록 신청서 완료
o DBS/PVG 자격조건 준수
o 자원봉사 실행 규정 준수
자원봉사자는 개회식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16세 이상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6세 및
17세인 자원봉사자는 해당되는 직책만 수행할 수 있다.
선수 및 임원(코치/에스코트) 비율
이 대회의 최대의 선수와 임원(코치/에스코트)의 최대 비율은 4:1이다.
각 대표단은 종목을 대기하는 동안에 대기실에 한 명 출입이 허용된다. 선수가 결선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접촉이 불가능하다.
감독
감독은 공식 룸 옆 3층에서 9월 1일 토요일, 오전 9:45에 감독자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감독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할 책임과 참가하는 선수가 정확한 종목에 등록함을 점검해야
한다. (감독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회 기간에 대표단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종목 구체적 정보

최대 허용 규정
최대 허용 규정은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규정(섹션 J)에 따라 본 대회에 적용한다. 이 뜻은 선수의
엔트리 시간보다 15% 더 빠르게 기록을 낼 수 있다. 자유형 25m를 제외한 종목에, 25% 더 빠른
기록은 제한; 그 선수는 최대 허용 규정 하에 실격이 되며, 각 종목에 결선에 제외가 될 것이다.
최대 자격 엔트리 시간 – 쇼트 코스
대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선수는 2017년 9월 1일 이후의 최소 자격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롱
코스 종목에는 최소 자격 시간이 없다.

25m
25m
25m
25m
50m
1

Race
Backstroke
Breaststroke
Butterfly
Freestyle
Backstroke

남자
58.00
1.02.00
59.00
56.00
1.32.00

여자
1.12.00
1.17.00
1.13.00
1.10.00
1.36.00

Race
100m Freestyle
100m Individual medley
200m Backstroke
200m Breaststroke
200m Butterfly

남자
2.00.00
3.36.00
4.48.00
5.00.00
5.00.00

여자
3.00.00
4.07.00
5.36.00
6.00.00
6.12.00

Unless there has been no competition at the lower level for the athlete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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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Breaststroke
50m Butterfly
50m Freestyle
100m Backstroke
100m Breaststroke
100m Butterfly

1.40.00
1.35.00
1.31.00
2.48.00
2.54.00
2.45.00

1.54.00
1.49.00
1.43.00
3.07.00
3.24.00
3.11.00

200m Freestyle
200m Individual medley
400m Freestyle
400m Individual medley
800m Freestyle

4.12.00
4.36.00
8.36.00
8.48.00
20.00.00

5.12.00
5.24.00
9.36.00
11.00.00
25.00.00

선수는 대회에서 하루에 최대 4개의 종목을 등록할 수 있다. 25m에 출전하는 선수는
100m 또는 그 이상의 거리의 종목에 출전할 수 없다.

<일정>
2018년 9월 1일 토요일
세션 1 (쇼트 코스)
Warm up 9.40am to 10.10am
Start 10.15am
50m
Backstroke
Female
50m
Backstroke
Male
200m Butterfly
Female
200m Butterfly
Male
100m Breaststroke
Female
100m Breaststroke
Male
200m Freestyle
Female
200m Freestyle
Male
25m
Freestyle
Female
25m
Freestyle
Male
100m Individual Medley Female
100m Individual Medley Male

세션 2 (쇼트 코스)
Warm up 12.40pm to 1.10pm
1.15pm Paralympic Swim Challenge
Start 1.30pm
50m
Breaststroke
Female
50m
Breaststroke
Male
400m Freestyle
Female
400m Freestyle
Male
25m
Backstroke
Female
25m
Backstroke
Male
200m Backstroke
Female
200m Backstroke
Male
50m
Freestyle
Female
50m
Freestyle
Male
100m Butterfly
Female
100m Butterfly
Male
25m
Butterfly
Female
25m
Butterfly
Male
200m Individual Medley
Female
200m Individual Medley
Male
400m Individual Medley
Female
400m Individual Medley
Male
4x50m Freestyle Relay
Mixed

세션 3 (쇼트 코스)
Warm up 4.25pm to 4.55pm
Start 5.00pm
800m Freestyle
800m Freestyle
50m
Butterfly
50m
Butterfly
100m Backstroke
100m Backstroke
25m
Breaststroke
25m
Breaststroke
200m Breaststroke
200m Breaststroke
100m Freestyle
100m Freestyle
4x50m Medley Relay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Mixed

2018년 9월 2일 일요일
세션 4 (롱 코스)
Warm up 9.00am to 9.30am

세션 5 (롱 코스)
Warm up 10.45am to 11.15am

Start 9.45am
800m Freestyle
800m Freestyle

Start 11.30am
200m Individual Medley
200m Individual Medley
50m
Backstroke
50m
Backstroke
50m
Breaststroke
50m
Breaststroke
4x50m Medley Relay
200m Freestyle
200m Freestyle
50m
Butterfly
50m
Butterfly
100m Backstroke
100m Back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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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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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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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100m
50m
50m
4x50m

Breaststroke
Breaststroke
Freestyle
Freestyle
Freestyle relay

Female
Male
Female
Male
Mixed

스포츠 규정
대회는 영국 수영,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규정 조항 및 현재의 공식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규정 수영 부분에 따라 운영된다. 선수는 FINA에 명시한 인정 영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구분
모든 구분은 엔트리 신청서에 제출한 시간을 사용하여 구분할 것이다. 경기는 조직위원회가 각
선수의 엔트리 시간에 맞게 다른 구분과 대략 10% 차이 내로 구분을 할 것이며, 구분은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규정(섹션 I)에 따른다.
유니폼, 복장 및 장비
모든 참가자는 적당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감독은 대회 유니폼이 스페셜올림픽 일반
규정(섹션 5.08)에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수영복은 스페셜올림픽 규정에는 필요하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소집실에 플라스틱 물병, 트랙탑 또는 트랙탑 하의 또는 티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선수는 적절한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임원 결정
항상 임원 결정은 최종적이며, 개인은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임원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존중해야 한다.
소청 및 이의신청
소청은 감독의 서명만을 승인할 것이며, 적절한 소청 및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종목의
종료 3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전의 수상이 주어진다. 모든 소청은 20파운드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소청이 수용될 경우 반환된다.) 비디오 녹화는 소청에 뒷받침할 증거로 수용하지
않으며, 구분 또는 임원 결정과 관련된 소청은 수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심판 위원회는 모든
소청을 검토할 것이다. 심판위원회는 모든 이의신청을 검토하며, 그들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주: 이의신청, 불만 및 질문사항 또는 일반적 대회의 결과(대회 결과) 및 구체적인 선수 및 결과
관련 질문사항은 감독이 수영장 데크 옆 출발 가까이에 있는 대회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질문사항은 Mencap이 아니라 스페셜올림픽 영국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시상대를 포함한 경기장 리셉션 장에서 수상 장소를 설치할 것이다.
수상 발표는 하지 않지만, 메달/리본은 임원이 확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셉션에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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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수상은 스페셜올림픽 스포츠 규정(섹션 K)에 따라 주어진다.
기타 정보
등록
등록 데스크는 대회 경기장 내 메인 리셉션에서 가능합니다. 감독만 9시부터 9:45 사이에
대표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취소도 등록 데스크에서 알려야 한다. 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진/비디오
개인이 대회 기간에 사진/비디오를 찍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 데스크에서 그들의 카메라/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핸드폰 및 태플릿 포함). 당신은 등록한 장비를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을
요청해야 한다.
Mencap Sport 및 스페셜올림픽 영국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종목과 관련된 광고를 위해 사진
또는 비디오를 사용할 것이며, 미래에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젝트의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사진/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엔트리 신청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사는 대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개인은 경기장 내 리셉션에서 경기 사진을 구입할 수 있게
마련할 것입니다.
스윔 챌린지
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가 돈을 기부하며, 대회 기간에 엘리트 선수와 경쟁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션 중에, 첫 날에 봉사자는 돌아다니면서 참여하고 싶은 선수를 파악한다. 참여하고 싶은 선수는,
최소 1파운드를 기부하며, 경품을 받는다. 추첨은 경기장 내 리셉션 장소에서 진행된다. 추첨은
세션1과 세션2 사이에 진행될 것이다.
가족 일원/서포터즈
우리는 대회에 참가하는데 모든 가족 일원/서포터즈가 찾아오는데 환영하며,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구체적인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술 및 담배
모든 대표단은 스페셜올림픽 일반규정 5항에 명시된 것처럼, 술 또는 담배 상품을 스페셜올림픽
훈련장 또는 경기장 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추가로, 스페셜올림픽은 선수를 위해 ‘보호
의무’를 보유하며 항상 모든 대표단이 음주하지 않는 것이 스페셜올림픽 영국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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