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회 예선전 안내문
1. 대회장소
- 3차대회 수도권 예선 4구 남자부/여자부 (05월 27일 토요일)
· 클럽명 : 프로 당구클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9 호서대벤처타워 405호)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또는 “독산역”에서 도보 10분거리

- 3차대회 수도권 예선 3쿠션 남자부/여자부 (05월 28일 일요일)
· 클럽명 : 대대전용클럽 당구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6-4, 501호)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인천 수인선 “인천논현역” 4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 3차대회 부산 예선 4구 남자부/여자부 (06월 10일 토요일)
· 클럽명 : DS당구클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4, 8층)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부산 2호선 “화명역” 1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 3차대회 부산 예선 3쿠션 남자부/여자부 (06월 11일 일요일)
· 클럽명 : DS당구클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4, 8층)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부산 2호선 “화명역” 1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 3차대회 수도권 예선 4구 및 3쿠션 대진표와 시간표는 05월 23일 18시,
부산 예선 4구 및 3쿠션 대진표와 시간표는 06월 06일 18시에
빌리어즈TV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될 예정 입니다.

- 본선 경기는 06월 17일 (3쿠션), 06월 18일 (4구)에 빌리어즈TV 스튜디오에서 방송 촬영되며
본선 대회 당일 불참 시 예선에서의 모든 결과 및 상금지급은 무효화 됨을 미리 공지 합니다.

2. 대회방식
- 경기방식 : 단판 토너먼트(40분 시간제 경기), 시작 및 종료 시간 방송 알림(매시간 정시~ 40분)
- 대 진 표 : 대회 주최측 추첨을 통한 임의선정 (본선도 동일)
- 심 판 진 : 대한당구연맹 소속심판
- 타 임 룰 : 4구 20초, 3쿠션 30초 제한 적용(선수 상호 신뢰로 운영)
- 테 이 블 : 중대(4구), 대대(3쿠션)
- 점수방식 : 4구, 3쿠션 모두 1점제(뱅크샷 쿠션도 1점),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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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기록지에 선수가 직접 표시하며 상대선수의 점수를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 초구결정 : 뱅킹(초구 선수는 흰 공으로 플레이)
- 후구있음 : 타임 종료시 해당 이닝까지 마무리, 단, 후구는 있는 그대로 진행
(동점인 상태로 경기 종료 시 심판 지시에 따라 승부치기 실시)
- 승부치기 : 1이닝씩 연장전을 통해 승부결정(승부가 날 때까지 이닝을 계속, 이 경우도 매번 초구
세팅을 하고 플레이)

3. 대회 룰 & 에티켓
- 경기를 마친 후 양 선수 모두 테이블을 정리하고, 사용한 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호 간에 반드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대회본부(심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샷 순서를 위반할 경우 공격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이닝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이닝의 포
인트는 삭제됩니다. 이닝이 끝난 후 샷 순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게 플레이하
며 바뀐 순서대로 다음 이닝이 진행됩니다.)
- 모든 선수는 득점의 성공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 모든 경기마다 선수당 정해진 횟수만큼 연습시간이 주어지며, 경기시작 후 5분이 경과할 때까지 테이
블에 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경기 지연 시 심판의 안내에 따라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매너로 판단될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2장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실격 처리됩니다.
(경고 조치는 선수의 요청에 의해 심판위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게임 중 흡연은 금지이며, 당구클럽 내 모두 금연구역 입니다.
- 하우스큐, 개인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상대방이 플레이 할 경우 착석하는 에티켓을 부탁드립니다.

※ 모든 규정은 심판위원장의 결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거부 시 실격)

4. 복장규정
- 정장바지, 면바지, 청바지 등 착용 권장
(트레이닝복 바지, 기능성 바지, 7부 바지, 찢어진 바지, 타이즈, 지퍼 없는 바지,
슬리퍼, 샌들 착용 불가)
- 모자는 부득이한 경우(탈모, 민머리 등)에 한해 허용
- 가슴이 깊이 패인 상의,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불가
※ 단정하지 못한 복장이나 문신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에 대해 주최 측 임의로
출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복장 제한의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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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비 접수기간 및 환불기간, 환불방법
- 3차대회 수도권 예선

4구 남자부/여자부 (2017년 05월 18일 24시 신청마감 및 환불종료)

- 3차대회 수도권 예선 3쿠션 남자부/여자부 (2017년 05월 18일 24시 신청마감 및 환불종료)
- 3차대회

부산 예선

4구 남자부/여자부 (2017년 06월 01일 24시 신청마감 및 환불종료)

- 3차대회

부산 예선 3쿠션 남자부/여자부 (2017년 06월 01일 24시 신청마감 및 환불종료)

* 마감일시 전에 해당 상품이 품절된 경우 입금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 됩니다.

※ 환불은 ㈜타임앤플레이스 billiardstime@naver.com

이메일 접수로만 가능 합니다.

1. 성함
2. 환불 종목
3. 본인 계좌번호
4. 연락처

위 네가지 사항을 기입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환불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일
체의 금액도 환불되지 않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6. 주의사항
- 참가자는 대진표를 확인하신 후 해당일 본인 경기 40분 전까지 대회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대회 당일 불참하거나 신분 확인 결과 신청자와 참가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신분증 미지참도 실격 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필수)
- 대회장 내 선수 동반인 및 일반 관람객 입장 불가 합니다. (해당시간대의 선수들만 입장 가능)
- 주차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회 당일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전화 응대가 불가하오니 장소를 꼭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경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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