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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1회 지역연구생입단대회 (예선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된 제21회 지역연구생 입단대회를(예선) 다음과 같이 재개 합니다.

- 다      음 -

1. 예선 참가인원 : 32명 (당초 신청 접수된 인원)

  *코로나-19로 대회가 3월로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기간동안 진학(전학)으로 지역연구생 소속이 변경

   된 경우 대회기간 동안의 성적은 당초(2020/12월) 속해있던 지역연구생으로 함

2. 본선 선발 인원 : 6명 (본선시드 10명 별도)

3. 대회 일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첨 시 심판 대리추첨 진행 (추첨시간 변경 가능)

    - 재대국 일정은 재대국 대진에 따라 변경 가능

4. 선발방법

  (1) 예선 1회전 : 32명 중 16명 선발

    1) 8개 조로 구성 : 4명조 × 8개 = 32명

    2) 진행방식 :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패자부활 토너먼트)으로 

                  8개 조에서 각 2명씩 16명 선발

    3) 대국방법 : 4명조

        - 1회전 (1-2번, 3-4번 대국)

        - 2회전 (1승자 대국, 1패자 대국, 2승자 진출)

        - 3회전 (1승 1패자 대국, 승자 진출)

  (2) 예선 2회전 : 16명 중 8명 선발

    1) 4개 조로 구성 : 4명조 × 4개 = 16명

    2) 진행방식 :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패자부활 토너먼트)으로 

                  4개 조에서 각 2명씩 8명 선발

03월 17일(수) 

- 예선 1회전

03월 18일 (목)

- 예선 2회전

03월 19일 (금)

- 예선 3회전

추첨 9:30 9:30 9:40

10:00 1회전 1회전 1회전

13:00 점심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14:00 2회전 2회전 2회전

17:00 3회전 3회전 3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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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국방법 : 4명조

        - 1회전 (1-2번, 3-4번 대국)

        - 2회전 (1승자 대국, 1패자 대국, 2승자 진출)

        - 3회전 (1승 1패자 대국, 승자 진출)

  (3) 예선 3회전 : 8명 중 6명 선발 (본선진출)

    1) 8명 변형토너먼트 구성

    2) 진행방식 : 1차 토너먼트로 4명 + 2차 패자부활 토너먼트 2명 선발

    3) 대국방법

5. 대국규정

  - 대국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추첨시간은 변경 가능하며 추첨 지각 시 대리추첨 진행

  - 각 1시간, 초읽기 40초 3회

  - 대국개시 시간 15분 경과 시 해당 대국 기권패

  - 대국지각 시 초과시간의 2배 공제

  - 재대국 일정은 재대국 대진에 따라 변경 가능

  - 대국자 수가 홀수일 경우 해당자는 부전승

  - 대국분쟁 시 즉시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양자합의로 간주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받지 않음

  - 대국장 내 핸드폰 및 전자기기 반입금지 하며

    대국장 내 핸드폰 및 전자기기 소지 발견 시 해당 대국 실격 처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의 규정을 따른다.

 

재단법인 한국기원

일정 선발방법

① 1국 추첨 :
    오전 9시40분

② 제1국: 오전 10시
 *4명 본선진출

③ 패자 추첨 :
  오후 1시40분

④ 제2국: 오후 2시
 *2명 본선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