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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하나되는 테니스”

대 한 테 니 스 협 회

대한체육회

수 신 각 시도 협회

(경유)

제 목 2022 하반기 국내 개최 ITF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개최 안내

2022년도 하반기 국내 개최 ITF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국내 

여자테니스선수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개최현황  

순  번  대 회 명 대회 기간

1 2022년도 ITF NH농협은행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022. 8.21. ~ 8.28. (8일간)

2 2022년도 ITF 제1차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022. 8.28. ~ 9. 4. (8일간)

3 2022년도 ITF 제2차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022. 9. 4. ~ 9.11. (8일간)

문의 : 대한테니스협회 국제팀 (02.420.4285), kortennis@hanmail.net

붙임. 대회 개최 요강 각 1부.  끝.



2022년도 ITF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개  최  계  획  서

(사)대한테니스협회



순번 대회명칭 기간 장소 총 상금

1
2022년도 제1차 ITF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022. 8.28. ~ 9. 4.

(8일간) 강원도 영월군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US$15,000

2
2022년도 제2차 ITF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2022. 9. 4. ~11.

(8일간)

2022년도 ITF 영월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개    최    현    황

1.  목    적  :  가. 본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선수들이 참가함에 따라 수준 높은       

                     테니스의 진수를 펼쳐 국내 테니스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국내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세계랭킹점수 획득 기회를 부여하고

                 나. 이에 따라 테니스를 비롯한 총체적인 한국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며,

                 다. 특히 세계테니스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서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과시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코자 함에 있음.

2.  대회개요

    가.  대회개최 현황

    나.  주    최  :  ITF(국제테니스연맹), 대한테니스협회

    다.  주    관  :  강원도테니스협회, 영월군테니스협회

    바.  후    원  :  영월군, 영월군체육회

    사.  참 가 국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미국, 영국, 러시아 (총 12개국 예정)

    아.  참가인원  :  총 110명 (선수 90명, 임원 20명)

    자.  경기종목  :  (여) 단식 및 복식

    차.  경기방식  :  토너먼트 (각 경기는 3세트매치)

    카.  상    금  :  각 대회별 US$15,000

                      (상금은 ITF 월드테니스투어대회규정에 의해 단, 복식 성적에 따라       

                       등위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타.  참 가 비  :  $40

3.  대회개최계획

    가.  경기장시설  :  1) 주경기장은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로 한다.

                        2) 연습경기장은 주경기장을 사용한다.

    나.  부대시설    :  1)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팩스,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       

                           가전제품 및 가구 임대 설치

                        2) 경기장내 탈의 및 샤워시설

                        3) 기타 대회운영 전반에 따른 시설 점검

    다.  경기용품    :  1) 라켓과 볼은 ITF(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규칙에 의한다.

                        2) 선수의 복장은 ITF 월드테니스투어대회규정에 의한다.



    라.  숙박대책    :  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1‘로얄모텔’을 전용              

                           사용한다.

    마.  경기/심판 및 운영요원  :  1) 대한테니스협회 전문 경기/심판요원 활용

                                   2) 각 부서별 직무/투입교육 실시

    바.  통신대책  :  경기장내 임시전화, 팩스 및 인터넷 라인 가설

    사.  교통대책  :  1) 대회운영요원 소유 차량을 사용한다.

                      2) 선수 수송은 대형버스를 임대해 사용한다.

    아.  안내요원대책  :  호텔 로비 및 경기장내에 외국어 구사 가능한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자.  의료대책  :  1) 경기장내에 항시 의무요원(트레이너)을 배치한다.

                      2) 선수들의 예기치 않은 부상 및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대회담당 전문

                         의사를 지정한다.

    차.  대회본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영월스포츠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