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국제휴먼올림픽 카이로프랙틱 경기 과제 1

1. 요구사항
  ※ 요구사항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작업하되 정해진 시간 내 모든 작업을 마
쳐야 한다.

1) 높이 55cm 이하 베드와 의자를 준비한다.
2) 선수들의 체온보호를 고려하여 적당한 실내 온도와 환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심사평가를 위한 채점용지와 필기도구 검정색과 빨간색 볼펜 또는 사인펜, 그리고 책바침, 

클립 등을 준비한다.
4) 선수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된 이름표를 좌측 가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5) 심사는 참가 선수 5명 당 1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참가장의 여건에 따라 최대 100명까

지 동일 시간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당일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의 협의에 따라 참
가인원과 심사위원은 변동될 수 있다.

6) 참가에 따른 제반 규정은 참가 전 최소 20일 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7) 선수와 모델이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퇴장조치 할 수 있다.
8) 입상자의 시상은 당일 진행하며, 상장, 메달,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9) 대회 시작 전까지 입장하지 않은 선수와 모델은 자동 실격처리 되고 참가비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

2. 경기자 유의사항

1) 선수는 대회 주관 및 주최 측의 윤리규정과 참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경기시간은 총 40분으로 하고 선수는 모델(피험자)을 동반(준비)한다.
3) 선수는 모텔(피험자)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
4) 척추 및 골반 정적촉진 종목의 경우는 설치된 베드에서  동적촉진 종목의 경우 설치된 베

드나 의자에서 모델에게 진행 할 수 있게 한다.
5) 선수의 복장은 흰색 상의와 검정 또는 회색계열 바지와 양말을 착용한다. 단 주최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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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유니폼 또는 티셔츠가 있는 경우 이 복장을 착용한다.
6) 전체 경기시간에 적합 하도록 각 국부의 프로그램 적용 시간을 조절하여 제시된 시간에 끝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시간은 경기 당일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경기 시작과 
끝을 마무리 한다.

3. 모델
1) 모델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특히 피부질환자, 전염성질환자, 관절

염 질환자, 골다공증 질환자, 성인병 관련 약물 복용자는 참가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
생하는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는 선수가 직접 보상하여야 한다.

2) 모델의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인이어야 하며, 신체적 위생상태가 적합하여야 한
다.

3) 모델의 복장은 흰색 티셔츠와 스판바지를 착용하고 악세사리를 모두 제거한다.
4) 모델은 참가 선수와 개별적인 협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하며, 모델로서 참가에 따른 제반 규

정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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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 지참 목록 직종명 카이로프랙틱

일련번호 지참공구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대형타올 장 1

모델을 덮어 체온
을 보온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2 소형타올 장 1

3 모델베개 컬레 1

4 모델 명 1

5 기타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