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역도연맹(IWF)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역도 참가자격제도
A. 대회
남자부 7체급(61kg, 67kg, 73kg, 81kg, 96kg, 109kg, +109kg)
여자부 7체급(49kg, 55kg, 59kg, 64kg, 76kg, 87kg, +87kg)

B. 선수 쿼터
① 역도 총 쿼터(할당)
남자 98명
여자 98명

② 체급별 최대 선수 인원
남자부 - 각 체급 당 14명
여자부 - 각 체급 당 14명

③ 국가 올림픽위원회 선수 최대인원
-IWF절대랭킹 : 세계점수
성별
남자
여자

NOC당 최대인원
4명
4명

특정 경기
체급당 1명
체급당 1명

NOC당 최대인원
3명
3명

특정 경기
체급당 1명
체급당 1명

NOC당 최대인원
3명
3명

특정 경기
체급당 1명
체급당 1명

-IWF절대랭킹 : 대륙점수
성별
남자
여자
④ 개최국 배정
성별
남자
여자
⑤ 쿼터 자리배정 종류
- 개인 자격 선수(이름) 배정 : IWF절대랭킹(세계 혹은 대륙점수)를 통해 얻은 쿼터자리
- 적격선수에 대한 NOC배정 : 개최국 방식 통해 발부된 쿼터 자리
- 개인 이름별 선수별 NOC배정 : 3자 위원회 합의 통해 얻은 쿼터자리

C. 선수 참가자격
모든 선수는 현 올림픽 헌장 규정 준수(선수국적, 세계반도핑규정 등)
① 연령 자격요건
2005.12.31이나 그 이전 출생 선수만 참가가능

② 추가 국제연맹 참가자격 기준
NOC에 승인자격을 받기 위한 선수 필수사항
a) IWF, 선수의 국가반도핑위원회/연맹이 부과한 부적격기간(임시 자격정지 포함)이
아니여야 함.
b) 올림픽 최우선 정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IOC와 IWF의 모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c) IWF절대랭킹을 통한 쿼터 획득을 위해 참가자격 기간동안 자격대회 참가는 다음사항
이 요구됨.
Ⅰ. 최소 6개 자격대회 참가
Ⅱ. 다음 3개 기간동안 각각 최소 1개 자격대회 참가
기간 1 : 2018.11.1-2019.4.30
기간 2 : 2019.5.1-2019 10.31
기간 3 : 2019.11.1-2020.4.30
d) 개최국 배정은 선수가 자격기간(3회)동안 각 기간 최소 1회 자격대회에 참가해야 함.
(최소 1실버 레벨 포함)
e) 3자위원회 초청은 선수가 자격기간 동안 최소 2개 자격대회에 참가해야 함.
(최소 1실버레벨 포함)
f) 재배정은 재배정 쿼터가 나오는 방식에서 최소 참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국가별 참가선수 인원
반도핑 규정에 따라 모든 NOC회원연맹은 최소 남자1명, 여자1명 선수가 참가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함.
a) 2008올림픽~2020도쿄 자격기간 종료 사이 IWF혹은 반도핑 기관에 의해(회원연맹, NOC
혹은 국가 반도핑 기구 이외)에 의해 10~20회 위반이 기록 된 제재를 받은 회원연맹은
남자 추가 1명과 여자 추가 1명 선수(총 최대 남자 2, 여자 2명 선수)참가자격을 가져야
한다.
상기 기간동안 10회 미만 IWF반도핑 처벌을 받은 회원연맹은 남자 추가 3명과 여자 추
가 3명 선수(총 최대 남자4, 여자4명 선수)참가자격을 가져야 한다.

④ 반도핑규정
a) IWF혹은 반도핑기구(연맹 혹은 국가 반도핑기구 이외)가 제재한 3회 이상 반도핑 규정
위반, 올림픽 자격 대회 기간동안 연맹/NOC에 가입된 선수 혹은 다른사람에 의해 저질러

질 경우, IWF반도핑 방침에 따라 임명된 독립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다.
Ⅰ. 해당 회원연맹/NOC로부터 쿼터자리를 철회함
Ⅱ. 그 회원연맹/NOC는 다음 올림픽 참가가 정지됨.
(그 연맹이 참가자격 기간 동안 자격대회에 선수참가가 허용될 경우, 그 연맹 선수들은
IWF절대랭킹점수(세계 혹은 대륙)획득이 허용되지 말아야하고, 그 선수 참가가 도쿄올림
픽에 해당연맹이 배제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b) 상기 a)에 따라 철회된 쿼터자리는 1절에 명시된대로 재분배 절차에 따라 재분배됨.
c) 12.5.2.조와 관련 IWF반도핑 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독립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d) 제 12.6 조 IWF 반도핑 방침에 관련하여 2명 이상의 선수 또는 IWF 회원국 / NOC
소속 관계자가 IWF 반도핑 방침 위반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2020
년 올림픽 대회 기간 (시료 추가 분석을 포함)에서 관련 MF / NOC는 자동적으로 다음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거나, 참가 또는 제안하는 것을 금지한다. IWF
반도핑 방침에 따라 부과 될 수 있는 다른 제재에 관계없이 (첫 2차례) 관련 제재를 부과
하는 최종 결정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야 한다.

e) 이 올림픽 자격제도는 12조 IWF반도핑 방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부과하는 독립심의위원
회 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⑤ 참가자격 대회
a) 골드레벨 : IWF세계선수권대회, IWF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
주니어대륙선수권대회
b) 실버레벨 : 기존 IWF대회 - 종합 스포츠대회, 선수권대회
c) 브론즈레벨 : 다른국제경기대회, 선수권대회, 컵대회 등

주니어 혹은 시니어연령 그룹으로 IWF가 개최하고, 승인하고 혹은 지정한 대회만 참가자격
대회로 간주됨.

D. 참가자격 경로
① 남자/여자
총 쿼터자리
56+56=112
35+35=70

참가자격 방식
IWF절대랭킹

IWF절대랭킹의 세계점수는 개인참가

(세계점수)
IWF절대랭킹

자격선수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NOC에서 IWF절대랭킹의 최고랭킹선수

쿼터자리 배정
선수
선수

(대륙점수)
3+3=6
4+4=8

(대륙 당 1명, 그 외 대표가 없는 경우)는

개최국
3자위원회

개인쿼터자리를 받게 됨.
개최국은 성별 당 3개 자리가 보장 됨
메달대회 최대 1명 초청자리 합의원칙

초청

기준으로 부여될 수 있음.

NOC
선수

(계 : 196명)

② 메달대회 별
메달대회별

참가자격 방식

쿼터자리
IWF절대랭킹

8

(세계점수)
IWF절대랭킹

5

1

(대륙점수)

IWF절대랭킹(세계점수)에서
8명 최고랭킹선수 자격 획득
NOC에서 IWF절대랭킹의 최고랭킹선수
(대륙당 1명, 그 외 대표가 없는 경우)

쿼터자리 배정
선수

선수

는 개인쿼터자리를 받게 됨.

개최국

대회당 최대선수 1명

NOC

3자위원회 초청

대회당 최대선수 1명

선수

(계 : 14명)

E. 참가자격 규정
① IWF절대랭킹은 각 성별 10체급에서 얻은 선수 경기결과 (ROBI점수)로 이루어진다.
②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 대회에서 얻은 선수 경기결과(ROBI점수)는 선수가 배율
(골드 X 1.10, 실버 X 1.05, 브론즈 X 1.00)에 따라 절대랭킹 점수에 누적될 수 있음.
③ 참가자격 기간 종료 시, 동일 올림픽 체급 두 종목 참가에 따라 선수의 최종 절대 랭킹
점수는 4개 경기결과(합계만)에서 얻는다.
a. C.2.C절에 따라 각 기간 최고 3개 경기결과
b. 1개 다음 최고 경기결과
④ NOC가 이 참가자격 제도에 따라 최대인원 이상의 참가선수 자격을 획득하거나 쿼터가
연맹/NOC에서 철회되었을 경우에 그 NOC는 메달대회에 자격 있는 선수를 선정해야
한다.
⑤ 선수가 개인쿼터 자리를 획득한 후 부적격이 되거나 그 선수 쿼터가 NOC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그 쿼터자리는 1절 재배정 절차에 의거 재배정 되어야 한다.(미사용자리 재
배정)
⑥ 연맹/NOC가 2020도쿄올림픽 참가가 정지될 경우, 그 연맹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연맹/NOC와 선수(들)이 얻은 쿼터자리(들)은 밑 재배정 절차에 의거, 재배정 되어
야한다.(미사용자리 재배정)
⑦ 선수가 참가자격 기간동안 1개 올림픽체급 이상 혹은 올림픽과 비올림픽체급 혼합 참가

할 경우, 같은 방식이 E1과 E3절에 명시된 선수절대랭킹점수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a. 1개 올림픽 체급 이상의 경우에는 쿼터자리는 참가 자격 기간동안 동일올림픽 체급에
최소 2개대회 참가에 의거, 선수가 최고 개인 ROBI 점수를 얻은 체급에 배정되어야
한다.
b. 올림픽과 비올림픽 체급 혼합의 경우에는 쿼터자리는 참가자격 기간동안 동일 올림픽
체급에 최소 2개대회 참가에 의거, 선수가 최고 개인 ROBI점수를 얻은 올림픽 체급에
배정되어야 한다.

F. 개최국 쿼터
- 개최국은 IWF절대랭킹(세계 점수만)을 통해 쿼터자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개최국이 IWF절대랭킹(세계점수)을 통해 최대쿼터자격을 얻을 수 없다면, 그 개최국은 총
6개의 쿼터자리(남자 3, 여자 3)가 보장된다.
- 개최국이 IWF절대랭킹(세계점수)을 통해 쿼터자리 자격을 얻는다면, 미사용 개최국 자리
는 1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배정된다.(미사용 자리 재배정)

G. 3자위원회 초청자리
- 8개 3자위원회 초청자리가 유자격 NOC들에 배정될 수 있다.(남자 4, 여자 4)
- 2019.10.14 IOC가 3자 위원회 초청 자리 요청서를 모든 자격있는 NOC에 제출하기로 한
다. (마감일 2020년 1월), 3자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당종목 참가자격기간 종료 후 해당
NOC에 3초청자리 배정을 확정함.
- 3자위원회 초청자리 세부안내는 2020 도쿄올림픽 3자위원회 초청자리 참조.

H. 쿼터자리 확정과정
- 각 자격대회 후에 IWF는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절대랭킹 점수를 공표한다. IWF는 참가자
격 기간 종료 후 각 NOC에 배정 쿼터 자리를 통지한다. NOC가 참가자격 일정 J절에 명
시된 대로 이 쿼터 자리 사용을 원할 경우, 확정하기까지 15일이 소요됨.

- 개최국이 IWF절대링킹(세계점수)을 통해 최대쿼터 자격을 얻지못할 경우, 개최국에 주어
진 보장 쿼터자리는 3자 위원회 초청을 통해 쿼터자리 배정 전에 확정(메달대회 포함)되
어야 한다.

I. 미사용 쿼터자리 재배정
① IWF절대랭킹 : 세계점수
배정된 쿼터가 쿼터자리 마감까지 NOC가 확정하지 않고, NOC가 거절하여 철회되거나
연맹/NOC참가가 정지된다면, 그 쿼터자리는 IWF절대랭킹(세계점수)와 참가자격 제도에
따라 최고랭킹 선수에 재배정되며, 그 NOC는 NOC당 최대 쿼터에 의거, 메달대회에 자

격을 얻지 못한다.

② 배정된 쿼터가 쿼터자리 마감까지 NOC가 확정하지 않고, NOC가 거절하여 철회되거나
연맹/NOC 참가가 정지된다면, 그 쿼터자리는 IWF절대랭킹(대륙점수)와 참가자격 제도에
따라 동일 대륙 최고랭킹 선수에 재배정되며, 그 NOC는 NOC당 최대쿼터에 의거, 메달
대회에 자격을 얻지 못한다.

③ 미사용 개최국자리 재배정
개최국이 IWF 절대랭킹(세계점수)를 통해 쿼터자리 자격을 얻거나 개최국 자리를 거절하
거나 쿼터자리가 철회되거나 참가정지가 된다면, 미사용 개최국 자리는 IWF가 재배정하
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IWF절대랭킹에 따라 다음 최고랭킹 NOC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④ 3자 위원회
미사용 3자위원회 초청자리의 경우에는 보편성을 근거로 IWF가 재배정을 고려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IWF절대랭킹에 따라 다음 최고랭킹 NOC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J. 참가자격 일정
일자
2018.11.1 - 2020.4.30

추진일정
참가자격기간
골드등급 : IWF세계선수권, 대륙선수권

미정(추후결정)

실버등급 : 기존IWF대회-종합대회, 선수권대회
브론즈등급 : 국제경기, 선수권, 컵대회 등

미정(추후결정)
미정(추후결정)
미정(추후결정)

3자위원회 초청 요청제출 NOC마감일
최종 참가 자격에 의거, 개최국이 대회 포함 개최국 쿼
터자리 사용 확정
3자위원회가 대회 포함 NOC에 개인자리 배정
NOC가 IWF에 배정쿼터자리 사용 확정과 참가자격 제도

미정(추후결정)

쿼터에 따라 규정된 것 보다 더 많은 선수가 자격을 얻
는다면 선수를 선정함.

미정(추후결정)
2020.07.06
2020.7.24 - 8.9

IWF가 모든 미사용 쿼터자리 재배정
2020 도쿄올림픽대회 엔트리 마감
2020 도쿄올림픽대회

* 참고
- IWF 개편 체급 (2018.11~)
남자부 10 체급(55kg, 61kg, 67kg, 73kg, 81kg, 89kg, 96kg, 102kg, 109kg, +109kg)
여자부 10 체급(45kg, 49kg, 55kg, 59kg, 64kg, 71kg, 76kg, 81kg, 87kg, +87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