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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국제 체조 연맹
IOC 승인 필요
기계체조

A.

경기 (14)

남자 경기(8)

여자 경기(6)

팀
개인종합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팀
개인종합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B.

1.

선수 정원

전체 기계체조 선수 정원:

남자

참가국

주최국

96

1

삼국 위원회 초대국
1

정원
98

여자

96

1

1

98

총

192

2

2

196

2.

NOC 당 최대 선수 정원:
NOC 당 정원

남자

 팀이 있는 NOC 는 4+최대 2 명

 4 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최대 1 팀과 팀에 속하지 않은

 팀이 없는 NOC 는 자격을 갖춘 모든

 팀이 없는 NOC 들은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체조 선수.

개인 체조 선수

여자

경기 당 특정 정원
개인 선수 최대 2 명

팀으로서 경쟁 불가

 팀이 있는 NOC 는 4+최대 2 명

 4 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최대 1 팀과 팀에 속하지 않은

 팀이 없는 NOC 는 자격을 갖춘 모든

 팀이 없는 NOC 들은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체조 선수.

개인 체조 선수

개인 선수 최대 2 명

팀으로서 경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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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정원 배분 유형:

팀 + 개인선수 2 명
국가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

팀에 대해서 NOC 에 배분

-

개인 종합 월드컵을 통해 NOC 에 배분

-

개인 체조 월드컵을 통해

컨티넨탈컵을 통해 NOC 에 배분

개인선수
국가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

개인 종합 월드컵을 통해 NOC 에 배분

-

2019 세계 선수권 참가국의 종합 체조전수에게

-

2019 세계 선수권 결선에서 메달을 딴 개인 체조선수에게

-

컨티넨탈컵을 통해

개인 체조 월드컵을 통해

주최국과 삼국 위원회 초대국의 국가별 정원은 선수들에게 이름으로 배분되었다.

C.

선수 자격

모든 선수들은 현행 올림픽 헌장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는 선수들만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올림픽 헌장의 41 조항을 포함한다(참가자의 국적).
나이 제한: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다음에 맞는 나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 남성 참가자들은 2002 년 12 월 31 일 당일이나 이전 출생.
- 여성 참가자들은 2004 년 12 월 31 일 당일이나 이전 출생.
추가 IF 자격요건: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2020 올림픽 기계 체조 참가가 끝나는 날까지 유효한 FIG 자격증 소유.

또한, 2018 혹은 2019 세계 선수권에 참가했던 팀이 있는 NOC 에서만 팀 정원이 참가할 수 있다.
주최국 혹은 삼국 위원회 초대국을 포함하여 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개인 선수들은 다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

2019 세계 선수권 그리고/혹은

-

2018/2019 또는 2019/2020 개인 체조 월드컵 그리고/혹은
2020 개인 종합 월드컵 그리고/혹은
2020 컨티넨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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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획득 경로

D.

자격
경기는 자격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어느 곳에서든 유대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남자 /
여자
팀 자격
정원

자격 경기

정원 피배분자:

2018 세계 선수권
참가권:
FIG 에 소속되고 회원자격이 있는 모든 연합은 2018 세계 선수권에
5 명과 1 명의 예비선수로 된 1 팀 참가 가능.

체조선수 24 명
남 12/ 여 12
(3 팀)

자격 정원:
팀 결승전의 팀 랭킹 결과에 따라 1~3 등을 한 NOC 는 팀 정원 자격을 얻게

NOC

된다(4 명).

2019 세게 선수권
잠가권:
NOC 참가 제한. 2018 세계 선수권에서 상위 24 위를 차지한 팀(이미 올림
픽 게임 진출권을 딴 3 팀 포함)은 자격 결과에 따라 참가할 수 있게
된다. 24 개의 팀이 대표하지 못하는 대륙이 있다면, 2019 컨티넨탈
선수권에서 1 등을 한 팀이 참가권을 얻게 된다. 팀이 있는 NOC: 5 명
+ 예비선수 1 명.

자격 정원:
체조선수 72 명

팀 랭킹 자격을 기반으로 상위 9 위를 차지한 NOC(이미 2018 세계

남 36 / 여 36
(9 팀)

선수권에 참가 자격이 있는 NOC 는 제외)는 팀 정원 자격을 얻게 된다
(4 명).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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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

2018 혹은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올림픽 참가권을 따냈거나 개인 종합 월드컵을 통해 NOC 가 추가적인 참가 정원을 따낸
경우를 제외하고, 체조선수는 자신의 NOC 에 대해 1 명에 대한 참가권만 얻을 수 있다.

정원

자격 경기

정원 피배분자:

2019 세계 선수권
참가권:
최대 3 명의 개인 선수에 대해서는 NOC 에 제한 없음.
자격 정원:
2019 세계 선수권에서의 자격 결과를 기반으로 가장 우수한 종합 선수(12MAG 와
최소 32 명
(남 12 / 여 20)

20WAG)(NOC 당 최대 1 명).

선수

해당 자격 정원은 2018 혹은 2019 세계 선수권에서 팀 자격권을 얻은 NOC 에 속해 있는
선수에게는 배분될 수 없다.

개인전 결승 결과에 따라 개인 체조 메달리스트들은(금, 은, 동) 자격을 얻게
된다(NOC 당 최대 3 명). 기준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정립되어야 한다:
최대 30 명

-

선수가 하나 이상의 기계 체조에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를 정의하기 위해.

(남 18 / 여 12)

-

가능한 모든 메달리스트 중 어떤 세 선수가 자격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선수에게 배분되는 자격 정원은 2018 이나 2019 세계 선수권에 팀을 참가시킬 수
있는 NOC 에 속해 있거나 2019 세계 선수권 참가권에 대한 결과로 이미 자격을 갖춘
종합 선수에게 배분될 수 없다.

참고: 해당 선수들은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올림픽 게임에
참가할 수도 있다.
2018/2019 와 2019/2020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시리즈 참가권:
FIG 멤버 연합은 종목 당 최대 2 명의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2018 이나 2019 세계 선수권을 통해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은 팀에 속하는 선수는
개인 체조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NOC 를 통해 추가적인 참가권을
얻지는 못한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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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수권에서 이미 자격을 얻은 개인 체조 메달리스트는 추가 종목을
위해 참가할 수 있다.

최대 10 명 s
(남 6 / 여 4)

자격 정원:

선수

올림픽 자격 랭킹순위 결과를 기반으로(2018/2019 와 2019/2020 개인 체조 월드컵
시리즈에서의 기계체조 당 상위 세 개의 결과를 종합), 각 기계체조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된다.
체조선수는 NOC 당 최대 1 명으로 자격을
얻게

참고: 해당 선수들은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올림픽
게임에 참가할 수도 있다.

2020 개인 종합 월드컵
참가권:
자격 결과를 기반으로, 2019 세계 선수권에서 12 등 안에 든 팀은 NOC 당
최대 1 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각 경기에서의 선수는 다를 수
있다.
2018 이나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올림픽 참가 자격을 따낸 팀에 속한
선수는 개인 종합 월드컵을 통해 NOC 에서 추가적인 자격을 따낼 수
있다.
NOC
최대 6 명
(남 3 / 여 3)

자격 정원:
2020 개인 종합 월드컵 랭킹 리스트에서 상위 3 등 안에 드는 NOC 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20 컨티넨탈 선수권
참가권:
FIG 에 소속되고 회원자격이 있는 모든 연합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에
선수 5 명과 예비선수 1 명으로 된 1 팀 혹은 최대 3 명의 개인 선수 출전
가능.
.
2018 혹은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올림픽 참가권을 얻은 팀에 속해 있는
선수는 컨티넨탈 선수권을 통해 NOC 에서 추가 자격권을 따낼 수 있다.

올림픽에 팀을 출전시킬 수 있지만 추가 자격은 얻지 못한 NOC 는 자격을
얻은 팀에 속해 있지 않고 컨티넨탈 선수권에서 추가 NOC 자리를 얻지
못한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올림픽에 팀을 출전시킬 수 있으며 1 개의 추가 자격을 얻은 NOC 는 자격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컨티넨탈 선수권을 통해 1 개의 추가 NOC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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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한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올림픽 게임에 팀을 출전시킬 수 있으며 1 개의 추가적인 자리와 1 개의
추가적인 NOC 자리를 얻은 NOC 는 컨티넨탈 선수권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NOC 자리는 얻을 수 없다.

최대 18 명
(남 9 / 여 9 )

자격 정원:
컨티넨탈 선수권(UEG 2, PAGU 2, AGU 2, UAG 2, OCE 1)에서의 종합 결승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종합 선수(NOC 당 최대 1 명)이 자격을 얻게 된다.

선수
(NOC 가 팀
자격을 갖춘
경우는 제외,
해당 경우에는
NOC 에 배분)

대륙 대표자
컨티넨탈 선수권을 통해 최소한의 대륙 대표자의 참가가 보장된다.

주최국 정원
다른 기준을 통해 자격정원을 얻지 못하였다면, 주최국은 최대 1 명의 남자 선수와 1 명의 여자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2018 그리고 2019 세계 선수권, 개인 체조 월드컵, 개인 종합 월드컵, 컨티넨탈 선수권 이후에도 주최국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종합 결과)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남성, 여성 선수가 자격을 얻게 된다.

삼국 위원회 초대권

삼국 위원회 초대를 받은 두 개국은 선수들이 C. 선수 자격에 나와있는 자격을 만족한다면 2020 도쿄 올림픽에 1 명의 남성
선수와 1 명의 여성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NOC 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삼국 위원회 초대국 요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NOC 는 요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해당 스포츠의 자격기간이 끝난 이후, 삼국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당 NOC 에 참가 초대권 배분 확인을 하게 된다. *
일정은 IOC 가 추후 정하게 된다.

삼국 위원회 초대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XXXII 올림피아드, 2020 도쿄 올림픽 게임 삼국 위원회 초대국 – 배분 절차와 규정”에
나와 있다.

E.

참가 정원 확인 절차

각 자격 경기 이후, FIG가 웹사이트인 http://www.fig-gymnastics.com에 결과를 올리게 된다.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이후, FIG가
각 NOC에게 배분된 참가 정원을 공지하게 된다. FIG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NOC는 2주 동안 G. 자격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가
자격을 사용할 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2 주 후, 사용되지 않는 참가 정원은 F. 미사용 참가 정원의 재분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재분배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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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미사용 참가 정원의 재분배

미사용 참가 정원의 재분배, 연대 순

팀 정원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 참가에서의 팀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NOC 에게 재배분 된다.
종합 선수 세계 선수권 참가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대회 결과(종합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에게 재배분 된다.
개인 기계체조 메달리스트 세계 선수권 참가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 기계체조 결승에서 8 위 안에 든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에게 재배분
된다. 만약, 참가권이 본 기준을 통해 재분배 불가능하다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종합 선수에게 재배분 된다.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참가
미사용 참가권은 올림픽 자격 랭킹 리스트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순위의 선수에게 재분배 된다(2018/2019 와
2019/2020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시리즈에서의 상위 세 개의 결과를 종합)
회원 연합(NOC)가 팀 내에서 지명 참가권을 얻은 선수를 포함시키려 한다면, 해당 지명 참가권은 효력을 잃으며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좋은 선수에게 재분배 된다.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에서의 팀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순위의 NOC 에 재분배 된다.
개인 종합 월드컵 참가
미사용 참가권은 2020 FIG 개인 종합 월드컵 랭킹 순위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좋은 적합한 NOC 에 재분배 된다.
개인 종합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에서의 팀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순위의 NOC 에 재분배 된다.
개인 컨티넨탈 선수권 참가
미사용 참가권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의 종합 결선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 혹은 NOC 에
재분배 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없어지며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에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순위의

적합한

종합

체조선수에게

재분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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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주최국 참가권의 재분배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종합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의 적합한 종합
선수에게 재분배 된다.

미사용 삼국 위원회 초대권의 재분배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종합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의 적합한
NOC 에게 재분배 된다.

G.

자격 일정

일시

내용

2018 년 10 월 25 일– 11 월 3 일

48 회 기계체조 세계 선수권(도하, 카타르)

2018 년 11 월에서 2019 년 3 월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시리즈

2019 년 10 월 4-13 일

49 회 기계 체조 세계 선수권(슈투트가르트, 독일)

2019 년 11 월에서 2020 년 3 월

개인 기계체조 월드컵 시리즈

2020 년 3 월-4 월

종합 월드컵

2020 년 5 월

컨티넨탈 선수권
각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직후, FIG 가 NOC/NF 에게 올림픽 참가권 배분을 공지

일시 미정*
FIG 의 공지 2 주 후, NOC 는 배분된 참가권의 사용을 FIG 에게 확인해야 함.
+ 2주 후

자격을 갖춘 팀이 속해있는 NOC 는 팀구성을 명확히 밝혀야 함

일시 미정*

NOC 가 삼국 위원회 초대권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각 스포츠의 자격 기간 종료에 따라

삼국 위원회가 NOC 에게 서면으로 초대권 배분을 확인함

일시 미정*

FIG 의 미사용 참가권 전체 재분배

일시 미정*

도쿄 2020 스포츠 엔트리 마감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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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추가 참고사항

하나 혹은 두 개의 추가 참가권을 갖고 있는 팀을 갖추고 있는 NOC 는 부록 A 내 G(자격 일정)에 나와있는 마감일에
팀구성(선수 4 명)을 밝혀야 한다.
NOC 가 팀 내에서 추가적인 참가권을 갖고 있는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각 추가 참가권은 효력을 잃게 되며
부록 A(자격 시스템- XXXII 올림피아드 게임 – 2020 도쿄)에 나와 있듯이 재분배 된다. NOC 가 최종 단계에서 팀구성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선수 교체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NOC 가 포기한 참가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팀 선수가 기술 회의나 자격 경기 이전에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2 명의 개인 선수 중 1 명과 교체될 수 있다(교체 된 선수가
어떤 종목에서 겨루게 되는지에 대한 제약은 없다). 부상을 입은 선수는 종합 결승, 기계체조 결승과 팀 결승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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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국내 체조 연맹
IOC 승인 필요
리듬체조

경기 (2)

개인 체조선수(1)

그룹 (1)

개인 종합 경기

일반 경기

선수 정원

1.

전체 개인, 그룹 선수 정원:

참가권

주최국

삼국 위원회 초대국

총합

개인

24

1

1

그룹

65 (13 그룹)

5 (1 그룹)

-

70

89

6

1

96

총

2.

26

NOC 당 최대 선수 정원:
NOC 당 정원

개인

2

그룹

5

총

7

3.

참가 정원 배분 유형:

2020 월드컵 시리즈를 통해 획득된 참가권, 주최국 참가권, 선수들에게 배분된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제외한 모든 참가권(2019
세게 선수권에서 기준 1 하에서 개인 선수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에 대해)은 NOC 에 배분되었다.

선수 자격
모든 선수는 41 조항(참가자의 국적)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현행 올림픽 헌장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는 선수만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나이 제한: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2004 년 12 월 31 일 일전에 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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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IF 자격요건: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선수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FIG 가 세운 최소한의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소 기술수준에 대한 모든 정보는 FIG 공식 웹사이트(www.fig-

-

2020 올림픽 게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한 FIG 자격증을 소유해야 한다..

gymnastics.com.)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NOC 는 다음의 경기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개인: 2019 세계 선수권 그리고/또는 2020 월드컵 시리즈 그리고/또는 2020 컨티넨탈 선수권
그룹: 2018 세계 선수권 그리고/혹은 2019 세계 선수권 그리고/혹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
주최국 혹은 삼국 위원회 초대권으로 얻은 참가권을 얻은 선수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 2019 세계 선수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자격 획득 경로

개인 – 26 명

개인 자격
주최국과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포함해 개인 선수는 총 26 명이다.

선수는 NOC 에서 1 개의 참가권만 얻을 수 있다.
정원

기준 1

자격 경기

정원 피배분자

2019 세계 선수권
참가권:
모든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4 명의 개인 선수 출전 가능.
.

16 명

자격 정원:
개인 종합 결승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딸, 1-16 등을 차지한 개인 선수가
출전권을 얻게 되며, NOC 당 최대 2 명.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자격을 갖춘 NOC 가 어떤 사유로든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으면(2019 세계 선수권),
2019 세계 선수권(개인 종합 결승)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의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갖게 된다.

기준 2
2020 월드컵 시리즈(2 월-4 월)
2020 년 2 월과 4 월 사이에 열리는 4 개의 개인 체조 월드컵 경기에서 나온
상위 세 개의 결과가 고려된다.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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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권:
모든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2 명의 개인 선수 출전 가능

3명

자격 정원:
2019 세계 선수권에서 기준 1 에 따라 이미 두 명의 선수를 갖춘 NOC 를

선수 / NOC

제외하고는 개인 2020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CI 종합)에 따라서, 가장 순위가
좋은 선수(NOC) (NOC 당 최대 1 명)가 출전.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이미 NOC
참가 자리를 얻은 선수는 NOC 에서 추가 참가권을 얻지 못한다.
2019 세계 선수권에서 기준 1 에 따라 이미 한 명의 선수를 갖춘 NOC 를
제외하고는 지명 참가권이 될 수 있다.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어떤 사유로든 자격을 갖춘 NOC 가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2019 세계
선수권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좋은 NOC 가 자격을
갖게 된다. (CII; 만약, 자격 경기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2020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 종합
경기에서 그 다음으로 적격인 NOC 에 배분된다.(개인 종합 결선, 자격 경기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준 3

2020 컨티넨탈 선수권(2020 년 5 월)
참가권:
각 대륙의 모든 NOC,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4 명의 개인 선수 출전 가능

5명

자격 정원:
각 선수가 2019 년 세계 선수권에 참가한다는 가정하에, 2020 년 5 월에 열리는

선수

컨티넨탈 선수권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과 2 하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NOC 의 가장 순위가 좋은 선수가 자격을 얻게 된다.
참가권은 지명권이다.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컨티넨탈 선수권에서 얻은 미사용 참가권은 자격 경쟁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2019 세계 선수권에서 기준 1 혹은 2 하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NOC 에
속한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좋은 선수에게 배분된다(개인 종합 결선; 종합
자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소멸되고
개인 종합 결선을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종합 선수에게 배분된다.
만약 2019 세계 선수권 종합 자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1명

주최국
자격정원:
주최국이 기준 1, 2, 3 하에서 자격을 얻지 못하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 경기
(자격/ 종합 결과)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주최국의 가장 성적이 좋은 개인
선수가 1 개의 참가권을 얻게 된다. 해당 참가권은 지명권이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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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미사용 주최국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결선(만약, 자격,
종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2,
3 하에서 자격을 갖춘 선수가 나오지 않은 NOC 에서 가장 순위가 좋은 개인
선수가 자격을 얻게 된다.
삼국 초대권
IOC 삼국 위원회가 보낸 1 개의 삼국 위원회 초대권은 선수의 NOC 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각 선수가 2019 세계 선수권에 참가한다는 조건하에 1 명의
1명

개인 선수에게 부여될 수 있다.

선수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삼국 위원회가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보낼 수 없다면, 2019 세계 선수권 자격
경기(개인 종합 결선; 자격 종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에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2, 3, 4 하에서 자격을 갖춘 선수를 얻지 못한 NOC 에서
가장 순위가 좋은 개인 선수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본 참가권은 지명권이다.

그룹 – 70 명
주최국을 포함해 총 70 명의 선수가 각 5 명씩 14 그룹을 이룬다.
정원

자격 경기

기준 1

2018 세계 선수권
모든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1 팀 출전 가능

3 그룹
(15 명)

자격 정원:
일반 경쟁(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1-3 등을 차지한 NOC 가 그룹
참가권을 얻게 된다.

기준 2

2019 세계 선수권

정원 피배분자

NOC

모든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1 팀 출전 가능.
5 그룹
(25 명)

자격 정원:
일반 경쟁(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NOC 중 가장 성적이 좋은 5 개의 NOC 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미사용 참가권 재분배:
2018 과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얻은 모든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NOC 의 가장
성적이 좋은 그룹에 배분된다.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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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컨티넨탈 선수권

기준 3

참가권:
각 대륙의 모든 NOC 와 FIG 소속 연합은 NF 당 최대 1 팀 출전 가능.

자격 정원:
5 그룹
(25 명)

2020 년 5 월에 열리는 각 컨티넨탈 선수권의 일반 경쟁(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2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가장 순위가 좋은 NOC 가 그룹
참가권을 얻게 되며, 각 NOC 가 2019 세계 선수권에 그룹을 출전시킨다는 조건이

NOC

붙는다.

미사용 참가권 재분배:
컨티넨탈 선수권에서 얻은 전체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
(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2, 3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NOC 의
가장 순위가 좋은 그룹에 배분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소멸되며
2019 세계 선수권에서의 자격에 따라, 기준 1, 2, 3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그룹(NOC)에 배분된다.
주최국
1 그룹
(5 명)

NOC

자격 정원:
주최국이 기준 1, 2 혹은 3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하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2, 3 에서 그룹 자격을 갖추지
못한 NOC 중 그 다음으로 가장 적격인 NOC 에게 배분된다.

주최국 참가권이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
(자격)에서의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2, 3 에서 그룹 자격을 갖추지 못한
NOC 중 그 다음으로 가장 적격인 NOC 에게 배분된다.

주최국 참가권

주최국은 다른 기준에서 자격을 얻지 못하면 최소 1 명의 개인 선수와 1 팀의 그룹을 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2019 세계 선수권, 2020 월드컵 시리즈 혹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 이후에도 주최국의 개인 선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2019 세계
선수권에 따라, 주최국 NOC 의 가장 순위가 좋은 적격 선수가 참가권을 갖게 된다.
2018 혹은 2019 세계 선수권, 2020 컨티넨탈 선수권 이후에도 주최국의 그룹이 정해지지 않으면, 2019 세계 선수권에 따라,
주최국 NOC 의 가장 순위가 좋은 적격 팀이 참가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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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위원회 초대권
선수가 2019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고 C. 선수 자격에 나와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0 도쿄 올림픽에 한 명의 개인
선수가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NOC 는 올림픽 위원회에 삼국 위원회 초대권 요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NOC 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후에 정해질 것이다. 삼국 위원회는 관련 스포츠의 자격 기간이 끝난 후, 관련 NOC 에 서면으로 초대권 배부를
확인하게 된다.

삼국 위원회 초대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XXXII 올림피아드, 2020 도쿄 올림픽 게임 삼국 위원회 초대국 – 배분 절차와
규정”에 나와 있다.

참가 정원 확인 절차
각 자격 경기 이후, FIG가 웹사이트인 http://www.fig-gymnastics.com에 결과를 올리게 된다.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이후,
FIG가 각 NOC에게 배분된 참가 정원을 공지하게 된다. FIG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NOC는 2주 동안 G. 자격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가 자격을 사용할 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2 주 후, 사용되지 않는 참가 정원은 F. 미사용 참가 정원의 재분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재분배 되게 된다.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개인 참가권
어떤 사유에서든 자격을 갖춘 NOC 가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019 세계 선수권 혹은 2020 월드컵 시리즈 혹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 2019 세계 선수권의 각 개인 랭킹 결과(개인 종합 결승; 자격, 종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좋은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갖게 된다.
2020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으면,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종합 경쟁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에게 배분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으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소멸되며 2019 세계 선수권에서의 개인 종합 결승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종합 선수에게 배분된다(만약, 자격에서 더 적격인 종합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룹 참가권
어떤 사유에서든 자격을 갖춘 NOC 가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018 세계 선수권, 2019 세계 선수권, 2020 컨티넨탈
선수권),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에서의 각 그룹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갖게 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으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소멸되며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1, 2,
3 에서 자격을 얻지 못한 NOC 의 그 다음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그룹에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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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주최국 참가권의 재분배
개인 참가권
주최국이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9 세계 선수권의 개인 랭킹 결과(CII; 자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그룹 참가권
주최국이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9 세계 선수권의 일반 경쟁 결과(자격)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미사용 삼국 위원회 초대권의 재분배

삼국 위원회가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배부할 수 없는 경우, 2019 세계 선수권의 개인 랭킹 결과(개인 종합 결승; 자격에서 더
적격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자격 일정

일시

내용

2018 (9 월)

세계 선수권(첫 그룹 자격)

2019 (9 월)

세계 선수권

2020 (2 월-4 월)

월드컵 시리즈(세 번째 개인 자격)

2020 (5 월)

컨티넨탈 선수권네 4 번째 개인 자격, 세 번째 그룹 자격)

일시 미정

각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직후, FIG 가 NOC/NF 에게 올림픽 참가권 배분을 공지

+ 2주 후
일시 미정
각 스포츠의 자격 기간 종료에

(첫 개인 자격,

두 번 째 그룹자격)

FIG 의 공지 2 주 후, NOC 는 배분된 참가권의 사용을 FIG 에게 확인해야 함.
NOC 의 삼국위원회 초대권 요청서 제출 마감일
삼국 위원회가 NOC 에게 서면으로 초대권 배분을 확인함

따라
일시 미정

FIG 의 미사용 참가권 전체 재분배

일시 미정

도쿄 2020 스포츠 엔트리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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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국제 체조 연맹
IOC 승인 필요–2016 년 9 월 버전
트램펄린

경기(2)

A.

남자 경기(1)

여자 경기(1)

개인 경쟁

개인 경쟁

선수 정원

B.

1.

전체 트램펄린 선수 정원:

참가권
남자

14-16

여자

14-16

총

주최국

30

삼국 위원회 초대국

1

1

1

1

합계
16
16
32

2. NOC 당 최대 선수 정원:
NOC 당 정원
남자

2

여자

2

총

4

3.

정원 배분 유형:

선수에게 배분되는 주최국과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제외한 모든 참가권은 NOC 에게 배부된다.

C.

선수 자격

모든 선수는 41 조항(참가자의 국적)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현행 올림픽 헌장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는 선수만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나이 제한: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2004 년 12 월 31 일 일전에 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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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IF 자격요건: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선수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FIG 가 세운 최소한의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소 기술수준에 대한 모든 정보는 FIG 공식 웹사이트(www.fig-

-

2020 올림픽 게임 트램펄린 체조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유효한 FIG 자격증을 소유해야 한다..

gymnastics.com.)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NOC 는 2019 세계 선수권 그리고/또는 2020 컨티넨탈 선수권 그리고/또는
월드컵 시리즈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주최국 혹은 삼국 위원회 초대권으로 얻은 참가권을 얻은 선수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 2019 세계 선수권, 2020 컨티넨탈 선수권,
2019/2020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D.

자격 획득 경로

참가 자격

남성 / 여성
선수는 NOC 에서 하나의 참가권만 얻을 수 있다.
성별 당 정원

정원 피배분자:
자격 경기

기준 1

2019 세계 선수권
참가권:
모든 NOC 와 FIG 소속 연합은 NOC 당 최대 4 명의 남성 선수와 4 명의 여성
선수 출전 가능.

최대 남성 8 명과
여성 8 명

자격 정원:
결승에서의 남성과 여성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1-8 위를 차지한 선수가
NOC 에서 하나의 참가권을 갖게 되고, NOC 당 최대 한 명의 선수 출전 가능.

미사용 참가권 재분배:
8 개 이하의 참가권이 NOC 에 배분되거나 자격을 갖춘 NOC 가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NOC 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기준 2

2020 컨티넨탈 선수권 (2020 년 5 월)
참가권:
각 대륙의 모든 NOC 와 FIG 소속 연합은 NOC 당 최대 4 명의 남성 선수와 4 명의
여성 선수 출전 가능.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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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선수권이나 2019-2020 트램펄린 월드컵 시리즈에서 올림픽 참가권을
따낸 선수는 컨티넨탈 선수권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NOC 에 대한 본인의
추가적인 참가권을 얻을 수는 없다.

최대 남성 5 명과
여성 5 명

NOC

자격 정원:
2020 컨티넨탈 선수권 결승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기준 1 과 3 에서 자격을 갖지 못한 NOC 의 가장 순위가 좋은 남성과 여성
선수가 NOC 에서 1 개의 참가권을 따내게 된다.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컨티넨탈 선수권에서 얻은 모든 사용되지 않은 참가권은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NOC 에 배분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이 2020 년 5 월에 열리지 않으면, 각 대륙의 참가권은 소멸되며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NOC 에 배분된다.

기준 3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월드컵 시리즈
6 개의 월드컵 경기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2019 년 2 월-4 월 사이에 2 개
2019 년 7 월-10 월 중반 사이에 2 개
2020 년 2 월-4 월 사이에 2 개
이 중 상위 4 개의 결과가 고려된다.
참가권:
모든 NOC 와 FIG 회원 연합은 2019-2020 시리즈에 참가하게 되고 NOC 당
최대 4 명의 남자선수와 4 명의 여자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음.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올림픽 참가권을 따낸 선수는, TRA 개인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참가권을 따낼 수는 없다.

남성과 여성
선수를 위한
최대 14 번째
참가권

자격 정원:
상위 14 위의 선수들은 NOC 에서 참가권을 얻을 수 있다(NOC 당 최대 한 개)

첫 번재 기준(2019 세계 선수권 결승)을 통해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를
기반으로 참가자격을 얻은 14 위까지의 NOC(최대 4)는 2 위로 가게 된다.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기준 3 에서 NOC 에게 배분된 전체 미사용 참가권은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랭킹 순위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NOC 에게 배분된다.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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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TRA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으면, 미사용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에게
배분된다. 2019 세계 선수권에서 상위 4 위를 차지하는 NOC 는 2 위로 가게 된다.

남성 1 명 혹은
여성 1 명

주최국 참가권

선수

주최국이 우에서 언급된 기준들에서 남성 혹은 여성 선수를 출전시킬 자격을
얻지 못하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주최국의 가장 순위가 높은 개인 선수가 하나의 참가권을 얻게 된다.

남성 1 명 혹은

삼국 초대권

여성 1 명

IOC 가 삼국 위원회가 배분하는 삼국 위원회 초대권은 해당 선수가 자격 기준을

선수

충족하고 각 선수가 2019 세계 선수권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1 명의 개인선수
(남성 혹은 여성)에게 주어진다.

주최국 참가권

주최국은 다른 기준에서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면, 성별을 초월하여(남성 한 명 혹은 여성 한명) 하나의 참가권을 보장받게 된다.
주최국이 2019 세계 선수권,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이나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월드컵 시리즈 이후에도 정해지지 않는다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의 남성 혹은 여성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주최국 NOC 의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선수(남성 혹은
여성)가 참가권을 받게 된다. 주최국 NOC 의 가장 순위가 높은 남성과 여성 선수가 동점을 이룰 경우에는,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참가자 수가 더 많은 성별에게 참가권을 주기로 한다.

삼국 위원회 초대권

선수가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 혹은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 혹은 2020 월드컵 시리즈의 참가권 라운드에
참가하고 C. 선수 자격에 나와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삼국 위원회 초대권은 한 명의 남성 혹은 여성 선수에게
주어진다.
자격을 갖춘 모든 NOC 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삼국 위원회 초대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NOC 의 요청서 제출 마감일은 후에
확정되게 된다. 삼국 위원회는 관련 스포츠의 자격 기간이 끝난 후에, 관련 NOC 에 서면으로 초대권 배부를 확인하게 된다.

삼국 위원회 초대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XXXII 올림피아드, 2020 도쿄 올림픽 게임 삼국 위원회 초대국 – 배분 절차와
규정”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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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참가권 확인 절차

각 자격 경기 이후, FIG가 웹사이트인 http://www.fig-gymnastics.com에 결과를 올리게 된다. 2020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이후,
FIG가 각 NOC에게 배분된 참가 정원을 공지하게 된다. FIG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NOC는 2주 동안 G. 자격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가 자격을 사용할 지, 팀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2주 후, 사용되지 않는 참가 정원은 F. 미사용 참가
정원의 재분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재분배 되게 된다.

F.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미사용 참가권의 재분배

개인 참가권
자격을 갖춘 NOC(2019 세계 선수권)가 어떤 사유에서든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2019/2020 시리즈)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의 선수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컨티넨탈 선수권을 통해 자격을 갖춘 NOC 가 어떤 사유에서든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2019-2020 트램펄린 개인 올림픽
자격 랭킹 순위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적합한 NOC 에게 참가권이 배분되게 된다.
2019-2020 TRA 월드컵 시리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용되지 않은 참가권은 2019 세계 선수권의 자격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에 재분배 되게 된다. 2019 세계 선수권의 상위 4 위의 NOC 는 2 위로 가게 된다.

미사용 주최국 참가권 재분배

주최국이 참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가장 순위가 높은 남성 혹은 여성 선수)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미사용 삼국 위원회 초대권 재분배

삼국 위원회가 삼국 위원회 초대권을 배분할 수 없다면, 2019 세계 선수권의 참가권 라운드의 개인 랭킹 결과에 따라, 그 다음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적합한 NOC 의 남성 혹은 여성 선수가 참가권을 얻게 된다.

G.

자격 일정
일시

내용

2019 (2 월-4 월)

4 개의 월드컵 경기

2019 (11 월)

세계 선수권

2020 (2 월-4 월)

2 개의 월드컵 경기

2020 (5 월)

컨티넨탈 선수권

일시 미정

각 컨티넨탈 선수권이 끝난 직후, FIG 가 NOC/NF 에게 올림픽 참가권 배분 공지

+ 2주 후

FIG 의 공지 2 주 후, NOC 는 배분된 참가권의 사용을 FIG 에게 확인

일시 미정

NOC 의 삼국위원회 초대권 요청서 제출 마감일

각 스포츠의 자격 기간 종료에

삼국 위원회가 NOC 에게 서면으로 초대권 배분 확인

따라
일시 미정

FIG 의 미사용 참가권 전체 재배분

일시 미정

도쿄 2020 스포츠 엔트리 마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