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시–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
2016. 7.7(목)~8(금)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

1. 대회 배경
-언론사 최초의 제1회 서울시-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에 이어 제2회 당구대회를 개최.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전한 레저문화의 확산, 품격있는 프리미엄 스포츠로서의 발전을
도모.

2. 대회 개요
*대회명- 제2회 서울시-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
*일자- 2016년 7월 7일(목)~8일(금)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 홀(지하1층)
*주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후원- 대한당구연맹
*주관방송사- 빌리어즈TV
*참가팀- 증권사 8개팀 / 금융사 17개팀
- 홍보팀 번외경기 참가 16명

3. 대회 방식
1) 경기방식
- 2인 1팀, 스카치 방식(교대공격)
- 7월 7일[25강~16강] 15점 단판 / 7월 8일[8강~결승] 20점 단판
- 각 경기별 팀 타임아웃(같은 팀 선수끼리 상의)2회 적용
- 경기테이블_대대 테이블 사용
- 경기 시작 시간 엄수
- 25강 대진 현장 추첨(추첨을 통한 부전승 팀 선정)

2) 복장
- 7월 7일(25강~16강)_ 주최측에서 현장 제공하는 티셔츠 착용(미착용 시 참여 불가)
- 7월 8일(8강~결승)_ 팀별 동일 컬러 복장(팀원별 2벌의 유.무색 긴팔 와이셔츠 지참)
현장에서 상대팀과 협의 후 서로 다른 컬러의 복장 착용
- 하의는 어두운 색상의 바지 착용
- 구두 및 로퍼 착용
- 반바지, 반팔 와이셔츠, 슬리퍼 착용 금지

3) 심판
- 전 경기 대한당구연맹 공인 심판 지정

4) 대회 규정
- 대한당구연맹 공식 3쿠션 룰에 입각하여 대회 특성을 반영(심판위원장 권한)
-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장의 판단 및 결과에 승복(사전 공지 및 동의)

4. 주의 사항
1) 시간 엄수
- 정해진 시간 내에 현장 접수 및 경기 참여
1일차
시간

구분

내용

08:00~09:00

현장 접수

신분증 지참(팀단위 접수)

09:00~10:00

사전 미팅

대회 룰 미팅 / 유니폼 배포 / 대진 추첨

10:00~10:30

개막식

개막사 / 환영사 / 축사

10:30~20:00

경기

25강~16강

시간

구분

내용

09:00~17:30

경기

8강~결승

17:30~18:00

시상식

우승,준우승, 공동3위 외 각종 행운상 추첨

18:00~

폐막

대회 종료

2일차

2) 지참물품
- 신분증 / 개인 큐(현장 큐 사용 가능)
- 7월 8일 진행되는 8강 진출자는 2종류(블루, 화이트)의 긴팔 와이셔츠 지참
3) 주차
- 별도의 주차 쿠폰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시 고액의 주차료 발생

4) 대회 문의 - 빌리어즈TV 정성민 팀장 / 070-7006-0471 (10시~18시)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왕복 항공권 세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