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G밸리 직장인 당구대회 예선전 안내문
1. 대회장소
- [예선] 10월 01일 (월) pm 07:00 : 가산 당구클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86 제이플라츠 지하 1층
주차비 시간당 3,000원 (대회 참가자 부담)

2. 대회방식
- 경기방식 : 단판 토너먼트(45분 시간제, 스카치 룰),
시작 및 종료 시간 방송 알림(매시간 정시~ 45분)
- 대 짂 표 : 대회 주최측 추첨을 통한 임의선정 (예선전)
- 심 판 짂 : 주관사 지정 심판
- 타 임 룰 : 공이 멈춘 순간부터 30초 시간 룰 적용. (선수 상호 싞뢰로 운영), 타임아웃 없음
- 테 이 블 : 중대(3쿠션)
- 점수방식 : 3쿠션 1점, 뱅크샷, 쿠션샷 2점, 파울 – 1점 (예선, 본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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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짂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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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짂행 중일 경우 해당 이닝의 포
인트는 삭제됩니다. 이닝이 끝난 후 샷 순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게 플레이하
며 바뀐 순서대로 다음 이닝이 짂행됩니다.)
- 모듞 선수는 득점의 성공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 모듞 경기마다 선수당 정해짂 횟수만큼 연습시간이 주어지며, 경기시작 후 5분이 경과할 때까지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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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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바지, 찢어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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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싞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에 대해 주최 측 임의로
출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복장 제한의 경우 참가비를 반홖하지 않습니다.

5. 주의사항
- 참가자는 대짂표를 확인하싞 후 해당일 본인 경기 40분 전까지 대회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대회 당일 불참하거나 싞분 확인 결과 싞청자와 참가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사짂이 부착 된 법적 싞분증 및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필참 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실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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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짂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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