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일염원 구미배 전국 3on3 농구대회 대회요강

□ 개최목적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선수 및 관중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와 번외 경기, 통일염원 전시 및 체험부스 행사를 동시 진행하여 대구경북을 비롯
한 전국 청소년과 동호인들이 단체 스포츠를 통한 상호배려와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회개요

○ 대 회 명 : 2019 통일염원 구미배 전국 3on3 농구대회
○ 일 시 : 2019. 6. 2(일) 08:30. ※개회식 - 09:00
○ 장 소 : 구미 낙동강체육공원(농구코트)
○ 참가구분 : 중학부, 고등부, 대학․일반부(전국)
○ 참가인원 : 128팀 512여명
(중학부 32팀, 고등부 48팀, 대학․일반부 48팀)
○ 주 최 : 구미시체육회
○ 주 관 : 구미시농구연합회, 영남일보, 민주평통구미시협의회 대회운영위원회
○ 후 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경상북도농구연합회

□ 경기방법

○ 부별 48팀(중학 32팀) 대항전
○ 예선 결선 조별 토너먼트
○ 경기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10분으로 진행
○ 대진표는 현장 추첨으로 작성

□ 참가방법

○ 참가인원 : 팀당 4명(후보 1명 포함)
○ 접수방법 :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
- 인터넷 : 홈페이지www.ynsports.net(대회운영본부) 참가신청서 작성
- 전 화 : 070-4270-7964 전화신청 후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 접수
○ 참 가 비 : 없음(전원 스포츠공제 보험 가입)

□ 시상내역 : 만원
○ 대학․일반부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고등부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중학부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공동
구분
대회MVP

시상내역
(트로피, 메달, 상장, 상금 100만원)
(트로피, 메달, 상장, 상금 70만원)
(트로피, 메달, 상장, 상금 50만원)

비고
1팀
1팀
1팀

시상내역
(트로피, 메달, 경상북도교육감 상장, 상금 70만원)
(트로피, 메달, 경상북도교육감 상장, 상금 50만원)
(트로피, 메달, 경상북도교육감 상장, 상금 30만원)

비고
1팀
1팀
1팀

시상내역
(트로피, 메달, 구미교육장 상장, 상금 50만원)
(트로피, 메달, 구미교육장 상장, 상금 30만원)
(트로피, 메달, 구미교육장 상장, 상금 20만원)

비고
1팀
1팀
1팀

시상내역
(트로피, 상장, 부상)

비고
부별 각 1명

□ 경기규칙 요약

1. 진행 방식 : 예선 결선 토너먼트 진행
2. 경기시간은 전, 후반 구분 없이 10분으로 진행한다.
3. 기상 또는 일몰로 인하여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경기방법 및 경기일정을 조정한다.
4. 무승부일 경우 Free Throw로 승부를 가린다.
5. 득점은 2점슛, 3점슛, 자유투 1구 1점으로 한다.
6. 덩크슛, 링을 잡는 행위, 기타 경기 중 불필요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심판의
판단에 의해 패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7. 공격과 수비의 교대는 다음 공격측이 볼을 공격 준비선에서 패스하면서
이루어진다.
8. 각 팀은 한 경기 당 1회씩 작전 시간(30초)을 요구할 수 있다.
9. 위 이외의 사항은 대회 경기규정집 및 주최측 심판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참가선수 준수사항

1. 선수출신인 경우 2019년 이후 선수로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2019년 이전 선수등록이 말소된 자는 팀별 1명만 출전 할 수있다.
2. 경기 중 발생한 모든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비는 주최측이 가입한 스포츠 안전보험에
의하여 보상하고,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 경기 종료 및 야간에 경기장 사용을 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은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4. 위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최측은 대회 참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