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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

제정 2016. 9. 23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내규는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5장에 의거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경기운영
제2조 경북도민체육대회(이하 “본 대회”라 칭함)의 모든 경기는 해당종목단체 책임하에 

이를 진행한다.

제3조 본 대회의 경기는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제3장과 같이 운영한다.

제4조 본 대회의 경기일정은 당해 종목단체가 작성하며, 경북체육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 3 장  경기방법
제5조 본 대회의 경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기록경기와 비기록경기

    가. 기록경기 : 육상, 수영, 자전거, 역도, 궁도, 사격, 롤러스포츠, 골프, 볼링,

보디빌딩, 산악(시범)  (이상 11개 종목)

    나. 비기록경기 : 축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검도, 배드민턴, 태권도, 우슈 (이상 15개 종목)

  2. 단체경기와 개인단체 및 개인경기

    가. 단 체 경 기 :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이상 4개 종목)

    나. 개인단체전경기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이상 5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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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 인 경 기 : 육상, 수영, 자전거, 롤러스포츠, 유도, 궁도, 사격, 볼링, 골프,

산악(시범) (이상 10개 종목)

    라. 개인체급경기 : 유도, 복싱, 레슬링, 씨름, 태권도, 우슈, 보디빌딩 (이상 7개종목)

제6조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토너먼트 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한다.

제7조 각 종목의 개최지 시· 군에만 시드를 배정한다.

단, 군부는 전년도 대회 성적 1위, 2위 군에도 시드를 배정하되 개인체급 경기는 

제외한다.

제8조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시· 군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는 순위전(3, 4위전, 5~8위전 등)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승부일 경우는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경기기록관리
제10조 본 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경북체육회가 제정한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서명하여 대회본부 기록부장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11조 본 대회의 종목별 경기심판은 해당 경기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며 지정한 

심판이 담당한다.

제12조 본 대회의 소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경기 주심에게 1차 이의신청

  2. 주심의 판정에 불복시는 경기종목별 심판부장에게 이의신청

  3. 경기종목별 심판부장의 판정에 불복시는 판정서를 첨부하여 대회본부 심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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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의신청

  4. 대회본부 심판부장의 판정에도 불복시는 대회본부 소청심의 위원회에 소청 

단, 소청서는 시 · 군선수단의 총감독이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

심의 위원회에는 해당 시 · 군선수단의 총감독과 해당경기단체 심판부장만이 

참석한다.

제13조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이의는 제기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