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아마선발전 요강

1. 일    시 : 2021년 3월 16일(화) 11:00    

2. 장    소 : 한국기원 4층 대회장

3. 선발인원 : 8명(연구생 시드 2명(이의현, 최정관) + 12강 토너먼트 선발전 통과자 6명)

              - 최종 선발자 8명은 통합예선 출전자격 부여

4. 선발방식 : 12강 토너먼트(남자연구생 1명 + 아마추어 1명을 제외한 전원 무작위 추첨)

5. 대회규정 

 (1) 제한시간 : 각자 30분, 40초 초읽기 5회

 (2) 총 호선, 덤 6집 반  

 (3) 지각규정 : 10분 이하 지각 시 늦은 시간만큼 공제. 단, 10분 초과 15분 미만 지각 시 바로 초읽기.

               15분 이상 지각 시 기권패.

 (4) 기타 규정은 (재)한국기원 대회규정에 따름.

6. 참가자격

 (1) 연구생 6명 

     ※연구생 랭킹은 2020년 3차 연구생리그 누적점수 기준.

     ※연구생은 자동 참가되며, 불참 시 통보요망.

 (2) 입단 포인트 50점 이상 최대 2명(연구생 중복자 제외, 2명 미달 시 연구생 차순위자로 대체) 

 (3) 아마추어 4명 : 주니어 1~4위(연구생 및 입단 포인트 50점 이상 중복자 제외)

     ※공고일 기준 최신랭킹

     ※(2), (3) 해당자는 3월 12일(금)까지 한국기원 홈페이지 참가 접수 페이지로 꼭 참가신청.

     ※결원(불참, 군입대 등)은 연구생으로 대체함(문의:기전팀 02-3407-3841)

7. 접수기간 : 2021년 3월 5일(금)~ 3월 12일(금) 18:00까지

8. 대진추첨 : 2021년 3월 15일(월) 14시

9. 참가대상자 명단

 (1) 연구생 6명 

- 남자 6명 : 2020년 3차 연구생리그 누적점수 기준

 (2) 입단 포인트 50점 이상 최대 2명(연구생 중복자 제외, 2명 미달 시 연구생 차순위자로 대체) 

     : 송홍석(75점), 박상준(50점)

 (3) 아마추어 상위랭커 4명(연구생 및 입단 포인트 50점 이상 중복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최신 랭킹

  - 주니어 1~4위 

   

순위 이름

1 허영락

2 박종욱

3 신현석

4 엄동건

순위 이름 비고

1 이의현 연구생시드

2 최정관 연구생시드

3 박신영 1

4 김범서 2

5 김윤태 3

6 최윤상 4

7 김승구 5

8 김현빈 6



10. 입단 포인트

    ▶ 대회참가 아마추어(연구생 포함) 특별 입단제 적용 

    ▶ 제26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합예선은 각국 및 지역 선발전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며, 아마추어 선발전 또한 축소진행합니다.

       이에, 국내 선발전은 국내대회 입단 포인트 기준을 적용하며,

             본선은 국제대회 입단 포인트 기준을 적용합니다.

11. 기타(방역 대책)

 ▶ 본원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매일 본원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출입구에서 출입 전 체온 체크 및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온 측정 시,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에는 기원 출입이 제한되며 귀가 조치됩니다.

 ▶ 모든 선수분들은 반드시 개인 마스크를 착용 하시고 대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장 입장 전후 반드시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입구에 비치한 손소독제로 소독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재)한국기원 기전팀

성적 입단점수

국내 선발전 8강 진출 10점

국내 선발전 준결승 진출 20점

국내 선발전 결승 진출 30점

본선 32강 진출 80점

본선 16강 진출 100점

누적점수 100점 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