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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도 ATF 안동 14세부 국제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대회 개최 안

내

2018년도 ATF 안동 14세부 국제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대회가 붙임과 같이 개최되오니 국내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대 회 명 : 2018년도 ATF 안동 14세부 국제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대회

  2. 대회기간 : 2018.11. 3. ~ 11. (9일간)

  3. 대회장소 : 경북 안동시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4. 대회등급 : ATF ‘C4’

 

   

  붙임 : 대회 개최 요강    1부.   끝.



2018년도 ATF　안동 14세부 국제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대회

개 최 계 획 서

  대회개요

대 회 명
  2018 ATF 안동 14세부 국제 주니어 챔피언십  

  (2018 ATF Andong 14 & under Intl’Jr. Championship)

대회기간   1. 예선 : 2018．11．3．ー　4．(2일간)
  2. 본선 : 2018. 11．5． - 11．(７일간)

대회장소   경북 안동시, 안동시민운동장내 테니스코트 (하드코트)

출장신고
  1. 예선 : 2018.11.2. (금) 18:00 까지

  2. 본선 : 2018.11.4. (일) 18:00 까지

경기방식
  토너먼트 및 순위결정전

  (각 경기는 3세트 매치이며, 매 세트 타이브레이크 방식을 적용함)

경기종목   남‧여 단식 및 복식

드로규모

  1. 남·여 단식

     1) 본선 : 64드로 (자동출전 48명, 예선통과 8명, 주최측 와일드카드 4명,

        ATF 와일드카드 2명, SE 2명)

     2) 예선 : 64드로 (자동출전 56명, 와일드카드 8명)

  2. 남·여 복식

     1) 본선 : 32드로 (자동출전 26조, 와일드카드 6조)

     2) 예선 : 없음

공식사용구   헤드 챔피언쉽

참가자격
  1.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 까지 (대회 개최일 기준)

  2. ITF IPIN (국제 선수 등록 번호)을 소지한 자 중 ATF 계정을 소지한 자

신청방법   ATF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엔트리  http://atf.tournamentsoftware.com

신청마감일   2018. 10. 9. (화) 16:00 까지

철회마감일   2018. 10. 23. (화) 16:00 까지

참고

및

유의사항

  1. 동 대회는 아시아테니스연맹 공인 14세이하 주니어 테니스대회이며, 경기성적에

     따라 아시아 14세부 랭킹 점수가 부여됩니다.

  2. 동 대회 참가선수 선발은 2018년도 ATF 주니어대회 규정에 따라 각 선수별 

     아시아테니스연맹 주니어랭킹 및 국내주니어 랭킹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3. 대한테니스협회로의 대회 참가 신청은 일체 불가합니다. 

     ※ 참가 접수 현황은 ATF(http://atf.tournamentsoftware.com)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4. 동 대회 참가신청비는 미화 $35이며, 본선 및 예선 출장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5. 동 대회 참가신청 관련사항 또는 대회 관련 문의사항은 본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 420 -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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