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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총칙
본 경기규칙은 이전의 모든 편집내용들과 추가사항들을 대신하고 수정된 규칙서가 공표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서는 새로운 기초 경기규칙 1판이다. 본 경기규칙은 한글로 기술하였으나 해석상 어려
운 부분은 영어 원문만을 적용한다. 경기규칙에 대한 제반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ㆍ웨이
크스포츠협회 사무처로 연락할 수 있다(waterski@sports.or.kr, 02)2203-0488~9).

경기규칙- 1. 총칙(GENERAL)
1.01 :

규칙 적용(Applicability of the Rules)

본 경기기술규칙은 국제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맹(International Waterski & Wakeboard Federation
: IWWF)이 승인한 수상스키 대회들에 적용한다. 경기 참가요건 및 기타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모
든 연맹은 반드시 그들이 승인받은 수상스키 대회들에 본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 연맹은
가능한 한 본 경기규칙과 유사하게 각자의 경기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남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사
용될 때면 문맥상 언제든지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2 : 예외규칙(Exceptions to the Rules)
본 규칙의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석심판(Chief Judge)은 임명심판(Appointed Judges) 다수의
찬성으로 필요한 변경 사항을 게시(posting)를 통해 각 선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상스키평의회
(Waterski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규칙이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경우, 규정을 시행여부에
대한 심판 투표는 금지된다.
1.03 : 규칙해석(Interpretation for the Rules)
규칙 해석상 의문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수상스키평의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상스키
평의회가 내린 해석은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해석은 임명심판
과반수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 수석심판이 이를 수상스키평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1.04 : 규칙개정(Amendments to the Rules)
이전에 만들어진 개정안은 수상스키평의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수상스키평의회는
언제든지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각 연맹에 통보되고 공식 회의록을 iwsf.com에
업로드 시킨 후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사항으로 추가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트릭동작
은 다수결을 통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11월 1일에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출된 모든 새로운
트릭동작은 그 동작에 대한 비디오를 포함시켜야 한다.
새 규칙집이 출판되기까지 수상스키평의회가 개정한 본 규칙이 유효하다. 수상스키평의회 재적위
원 만장일치로 된 결정은 즉시 적용된다.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안된 규칙은 검정될 수 있다. 위원장은 검정조건에 따라 적
합한 호몰로게이션 수준을 결정한다. 검정을 실시한 대회감독관(Homologator)과 수석심판은 완벽
한 검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에게 보내며,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장은 수
상스키평의회에 이를 배부한다.

1.05 : 배번 결정(Identifying Bibs)
선수들은 경기 중에 경기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배번(Bibs)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배번은
국제수상스키연맹(International Waterski and Wakeboard Federation : IWWF)이 승인한 디자인이
어야 한다.
배번티는 점프경기(Jumping)시, 암슬링(Arm Sling)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하고, 몸에
착용감 있게 하여 트릭동작 시에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여분의 무번호 배번은 선수의 배번이 손상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출발도크(Starting
dock)에서 교체할 수 있게 준비한다. 선수는 자신의 번호가 부착된 옷을 입어야 한다. 배번티 없
이 선수가 출발할 경우, 조직위원회 및 그 관할기구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선수가 배번티 착용을 거절할 경우 해당 경기에서 그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러나 사전에 아
무도 알아채지 못한 우연으로(실수로) 배번이 없는 티는, 그 대회 조직위에 미화 250불을 벌금으
로 지불해야 한다.
1.06 : 약물검사(Drug Testing)
선수 전원은 약물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약물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절차는 국제수
상스키연맹 의무위원회(IWWF Medical Commission)의 통제를 받는다.
1.07 : 비신사적 행위(Unsportsmanlike Conduct)
선수(혹은 그의 대리인(Representative)) 혹은 임원(Official)의 행위가 경기장에서나 대회 전후에
비신사적이거나 또는 국제수상스키ㆍ웨이크보드연맹에 불명예를 야기했다고 간주되면, 대회 종목
전체 혹은 일부 종목에서 실격당할 것이며, 또한 임명심판 2/3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국제수상
스키연맹 집행위원회(IWWF Executive Board)가 결정한 벌금(Fine)을 지불해야 한다.
제제를 받은 선수는 실격(Disqualification)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의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주
어진다. 비신사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수석심판은 국제수상스키연맹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
(IWWF Waterski Council Chairman)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8 : 안전방해선수 실격처리(Unsafe Skier Disqualification)
안전 감독관과 대다수의 종목심판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경기 중에 선수의 경기 상태가 선수 자
신 혹은 다른 선수들을 위험하게 만들 경우, 그 선수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경기 중에 안전 감독관은 언제든지 특정 선수의 행동이나 상태와 관련하여 종목 심판들의 투표를
통하여 수석심판에게 경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상황일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을 얻
어야 한다.
1.09 : 관용(Tolerances)
인간적인 실수로 인한 관용은 허용되어야 하며, 선수의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회 임원들이 의
도적으로 이용하는 관용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관용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관용행위
를 한 임원이 진다.
1.10: IWWF 라이센스
2019년에 개최된 IWWF 세계회의의 합의에 따라 IWWF 집행위원회는 IWWF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 IWWF 각 스포츠 부서의 랭킹 리스트 및 기록 능력 경기의 경쟁자들이 IWWF 면허를 보유해
야 하는 2021년 IWWF 면허 수수료 설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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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정에 따라, IWWF "L", "R" "CP" 또는 타이틀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선수는 유효한 IWWF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한다. 유효한 IWWF 면허가 없는 스키 선수는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연맹은 "L", "R" "CP" 또는 "타이틀" 이벤트에 참가하기 전에 모든 선수가 유효한 IWWF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기규칙-2. 경기 종목 (Competition Events)
2.01 : 경기 종목(Events)
대회에서 경기종목은 점프(Jumping), 슬라롬(Slalom), 트릭(Tricks) 및 종합(Overall)으로 구성될
수 있다.
2.02 : 경기 구성(Rounds)
랭킹 목록 또는 기록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라운드 수는 한 경기에서 4회로 제한된다. 즉, 같은
장소에서 연속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L & R 호몰로게이션의 취지 상, (슬라롬, 트릭, 점프 각각에서) 허용받은 최대 4라운드로 된 한
경기 혹은 경기들은 다음 경기가 동일 장소 코드에서 시작할 수 있기 3일(whole days) 전까지 반
드시 치러져야 한다.
2라운드씩 두 경기가 이 경기규칙의 기준들을 충족한다.
2.03 : 연령 부문(Age Division)
대회의 각 경기는 남자/소년 및 여자/소녀 부문으로 구분한다.
a. 10세 이하 : 이 부문에 참가하는 모든 소년/소녀들의 최대 연령은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9세로 선수의 마지막 참가 해는 10번째 생일을 맞는 해이다.
b. 14세 이하 : 이 부문에 참가하는 모든 소년/소녀들의 최대 연령은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13세로 선수의 마지막 참가 해는 14번째 생일을 맞는 해이다.
c. 17세 이하 : 이 부문에 참가하는 모든 소년/소녀들의 최대 연령은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16세로 선수의 마지막 참가 해는 17번째 생일을 맞는 해이다.
d. 21세 이하 : 이 부문에 참가하는 모든 소년/소녀들의 최대 연령은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20세로 선수의 마지막 참가 해는 21번째 생일을 맞는 해이다.
e. 오픈 : 연령 규제 없음
f. 35세+: 35세 또는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g. 45세+: 45세 또는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h. 55세+: 55세 또는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i. 65세+: 65세 또는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j. 70세+: 70세 또는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k. 75세+: 75세부터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l. 80세+: 80세부터 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m. 85세 이상 : 85세 이상

- 대회 전년 12월 31일 기준

명확한 구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스키 선수는 자신의 나이 조건에 부합한 연령부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할 수 있다.
(예: 76세의 스키 선수는 35+,45+,55+,65+,70+,75+ 중 어느 부문 하나를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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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연령 부분에 적격 하거나 자격을 갖춘 스키 선수는 모든 종목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
우 대회 내내 동일한 연령부분에서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2.04 : 경기장 통제권(Control of the Site)
일단 경기장 승인이 날 경우, 경기장 사용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수석심판이 통제하도록 한다.

경기규칙-3. 임원 및 보조 경기임원(Officials and Assistants)
3.01 : 심판 배치(Placement for Judges)
심판은 가능한 경우 완전히 독립적인 의견을 보장하도록 분리 배치되어야 한다.
3.02 : 보조 경기임원(Secondary Positions)
보조심판 즉, 부심에 배치될 인물은 대회 경험이 있는 참석 중인 심판 및 임원들 중에서 수석심판
이 선임하여야 한다.
3.03 : 경기임원 복장(Official Uniforms)
경기임원 표준 복장은 흰색 폴로셔츠와 짙은 남색 반바지로 할 것을 권장한다. 날씨로 두꺼운 옷
이 요구될 경우, 동일한 색깔로 하되, 상의는 무늬 없는(plain) 백색과 하의는 짙은 남색의 느슨한
바지나 평상복 바지로 유지한다.
3.04 : 경기임원의 이해상충(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세계선수권대회와 상금 대회에는 이해상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능력(R급) 및 랭킹 목록(L급)
경기의 경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상충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해상충 없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임원은 없다). 이 경우, 임명심판들 2분의 1 이상은 그 종
목에서 경기하는 어느 선수와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된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임
명심판은 심사하지 못한다.
이해 상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종목 임원은 그 종목에서 경기하는 모든 선수를 고려하여,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경기임원’은 경기정 드라이버, 종목심판, 계산원과 모든 겸임 직책들을 포
함한다.
그 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 상충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선수의 직계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선수 또는 위의 가족 구성원의 직계 후손 및 조상, 형제, 자
매, 그리고 경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b) 독립성 결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런 이해 상충은 종목 경기임원들에 대한
수석심판이, 수석심판 및 다른 임명된 경기임원들에 관해서는 임명심판들이 결정한다.
3.05 : 심판 투표(Voting of the Judges)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임명심판 혹은 종목심판의 투표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수석심판은 결정권을 행사한다. 모든 문제는 다음 경기자가 시작하기 전에 해결한다.
3.06 : 경기임원 등급의 일치(Harmonization of Officials grades)
파리에서 열린 세계수상스키평의회(WTC)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기임원 자격에 대해 전 세계 등급
의 일치 명명 시스템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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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명칭체계는 매우 다양해서 대륙별끼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에서 호몰로게이션 등급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특히 다른 대륙끼리 모이는 복수 국적 대회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공통적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호몰로게이터는 호몰로게이션 등급에 대한 경기임원들의 요구조
건이 충족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기임원과 연맹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만 영
향을 받는다.
WTC는 연맹 TC가 공식적인 명칭 체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아래의 표를 참
고 하십시오.
경기임원 등급 3개로 분류된다.
1급 (최고 등급 : E&A 심판, PanAm 심판 등)
2급 (시니어 등)
3급 (국가, 지역 등)
추가사항 :
2급* 3급*
2급*과 3급*는 2급과 3급과 동일하나 이 임원들은 1개 혹은 2개의 대회에서만 자격이 있다.
1급 심판들은 심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동료의 평가 및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은 WTC의 감독 하에 준비되고 진행된다. 만약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레벨2로 강등
된다.
일반적으로 한 경기에는 계산원 1명과 호몰로게이터 1명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1급 계산원과 호몰로게이터만이 상금대회나 엘리트 혹은 타이틀 대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심판 예)
1급 = R, L급 세계 및 대륙 연맹 대회 활동
2급 = 세계대회를 제외한 R, L급 대륙연맹 대회에서 활동
3급 = L급 대회에서 활동
H2* = 해당국가의 L급 경기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국가의 R급 트릭 경기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된다. RC급 슬라롬과 점프 대회는 자격이 없다. 상금 대회 혹은 타이틀
경기에는 자격이 없다.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PS : 이 규칙은 진행 중인 자료이며 수정본은 http://www.iwsf.com/에 게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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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원 등급 일치표(Harmonization of Officials grades chart)
1급 심판
(J1)

아시아 심판(Asia Judge)
유라프리카 1급(E&A Level 1)
오세아니아 1급(Oceania Level 1)
범미주 심판(Pan Am Judges)
H1(아시아)

1급 호몰로게이터
(H1)

오세아니아 1급(Oceania Level 1)
유라프리카 1급(E&A Level 1)
범미주 호몰로게이터(Pan Am Homologator)
국제계산원(아시아)

1급 계산원
(S1)

1급 드라이버
(D1)

2급 심판
(J2)
(J2*)

2급 호몰로게이터
(H2)
2급 계산원(S2)
(S2*)
2급 드라이버
(D2)
(D2*)
3급 심판
(J3)
(J3*)

오세아니아 1급(Oceania Level 1)
유라프리카 1급(E&A Level 1)
범미주 계산원(Pam Am Scorer)
유라프리카 1급(E&A Level 1)
오세아니아 1급(Oceania Level 1)
국제 시니어 3종목 드라이버(범미주)
시니어 심판(아시아)
오세아니아 2급
유라프리카 2급
시니어 심판(라틴지역)
시니어 인터내셔날(미국-캐나다)
H2* 시니어 호몰로게이터(아시아)
오세아니아 2급
H2* 유라프리카 2급
시니어 계산원(미국)
오세아니아 2급
오세아니아 2급
국제 2종목(범미주)
시니어 드라이버(미국)
레귤러 심판(미국)
오세아니아 3급
유라프리카 3급

3급 호몰로게이터(H3)

오세아니아 3급
유라프리카 3급

3급 계산원
(S3)
(S3*)

레귤러 계산원(미국)

3급 드라이버
(D3)
(D3*)

레귤러 드라이버(미국)

유라프리카 3급
유라프리카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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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4. 안전(Safety)
4.01 : 안전 감독관(Safety Director)
안전 감독관은 대회 시 필요한 모든 장비, 시설물 및 운영상의 안전 상태들에 대하여 책임을 맡게
된다. 이 책무는 수석심판이 승인한 그의 보좌관들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하다면 대회 중지를 포함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한을 갖는다. 수석심판은 안전관의 의도적인 조치 혹은 의사결정을 자신
의 책임을 지고 제어할 수 있다. 모든 대회는 지명된 안전관을 갖춰야 하며 의무 및 안전 설비가
해당 대회의 규격, 등급과 위치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4.02 : 안전에 의한 대회중지(Safety Tournament Stoppages)
안전관이 어떤 이유 때문에 대회를 중지하였을 경우, 중지된 시간(8.04, 9.08, 10.03 조항 참조)
동안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은 가능한 시합장 주변에 있어야 한다.
4.03 : 구명복(Personal Floatation Device (PFD))
각 선수는 본인 구명복이 확실하게 다음과 같은 요건들(Specifications)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책임
이 있다.
a) 구김살이 없고 부드러워야 하며 낙수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부착물 혹은 물질이 없어야 한
다.
b) 재단 및 착용상태가 양호하여 심한 낙수시에 훼손되거나 헐렁해서 찢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c) 선수를 물에 띄울 수 있어야 한다.
d) 팽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e) 외부 충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늑골 및 내장기관들의 상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제작되
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흡수성 슈트는 적절한 보호복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구명복은 슬라롬 경기와 점프 경기 시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나, 트릭경기 시에는 선수의 선택사
항이다.
4.04 : 장비안전(Equipment Safety)
안전 감독관은 선수가 사용할 장비가 안전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4.05 : 구조정(Safety Boat)
모든 종목별 경기시간에는 구조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배치 제안 장소는 다음과 같다.
a) 슬라롬 종목 - 2번과 5번 사이의 스키어 부이 코스 바깥쪽
b) 점프 종목 - 점프대의 반대쪽. 즉, 선수의 예상되는 낙하지점을 마주볼 수 있는 점프 코스부이
바깥쪽
c) 트릭 종목 - 패스 중에 선수를 마주 볼 수 있는 코스 부이 바깥쪽
안전 감독관의 승인과 IWWF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특정 현장에서 구조대
는 해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06 : 구조정 인적구성 구조정 관리(Safety Boat Personnel)
구조정은 아래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모든 연습 및 경기종목 수행에 익숙한 드라이버
b) 모든 연습 및 경기종목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First Aid), 인공호흡 그리고 수상구조 기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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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훈련 받은 수영 구조요원
수영구조요원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가 심한 낙수를 한 경우에 물에 뛰어들어 선수를
구조하여야 한다. 부상당한 선수가 도움 없이는 구조정에 올라오지 못할 때, 선수를 육지까지 물
에 뜬 채로 데리고 가서 적합한 나무판자나 혹은 들것 위에 들어 올려놓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상자를 구조정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국제경
기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영 구조요원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서 부상선수를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07 : 경기정을 구조정으로 사용(Use of the Competition Boat for Assistance with Safety)
만약 적절한 구조정 없어서 구조대가 해안에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정을 부상당한 선수를
구조하는 첫 번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승무원(드라이버와 심판) 외에 수
상스키 경기에 익숙한 수영구조요원이 반드시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수영구조요원은 응급처치, 응급심폐소생술(Emergency Resuscitation)과 수상 구조 기술에 대
하여 반드시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로, 경기정은 물에 뜨는 들것(팽창 가능한)과 줄
(rope)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4.08 : 경기장 의무시설(On Site Medical Facilities)
안전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1명의 대회 의무요원(Medical officer)을 임명하여
야 한다.
a) 자격소지 의무요원은 모든 대회경기에 참석하여야 한다.
b) 어떤 종류의 긴급의료 상황도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진료소를 경기장 주변
에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추가치료를 요하는 부상선수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적
절한 운송수단을 준비하여야 한다.
병원 및 진료소와 경기장 의무요원 간에 업무관계가 잘 이뤄져서, 부상선수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09 : 안전모(Helmets)
선수들은 점프 종목경기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4.10 : 뇌진탕(Concussion)
(이 서류는 의무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낙상이후 머리에 부상을 입은 선수들은 IWWF가 사용하는 물 위 뇌진탕 평가 도구
(On-Water Concussion Assessment Tool)를 사용하여 뇌진탕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가 음성
으로 판정 되는 경우, 선수는 나머지 경기들을 완료할 수 있다. 평가가 양성으로 판정 되는 경우,
선수는 출발 도크로 돌아가 OWCRT를 이용하여 두 번째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는 경기 주최
자가 관리한다. 만약 두 번째 검사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그 선수는 경기에서 제외되고
IWWF 뇌진탕 프로토콜의 일부인 6단계 뇌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수행되는 동안 경기는 보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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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5. 경기정-스키-로프(Boats-Skis-Towlines)
IWWF 경기정 승인은 공식 IWWF 경기정 정책을 참조해야 한다.
5.01 : 경기정 통칙(General Boat Description)
a) 경기정은 경기 중에 중량급 선수를 견인하고 요청받은 속도를 확보 및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능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b) 경기정의 전장(Overall Length)은 약 5m이어야 하고 6.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폭은
1.80m 이상이며 2.50m를 넘어서는 안된다.
c) 경기정에는 빈 보트 상태로 있을 때 경기정 중심선상 중간지점에 수면 위로 0.65 내지 1.20m
에 해당하는 견인봉(Towing Pylon)이 장착되어야 한다. 경기정 내의 견인봉은 안전한 구조물
이어야 하며, 최소 600Kg의 부하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 견인봉의 각도는 선미 양쪽
끝머리에서부터 70도의 각을 이뤄야 한다. 견인봉은 설계시에 트릭 릴리즈기(Trick Release
Mechamism)를 감안하여 부착 부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견인봉의 부착부분은 또한 로프의
상하 부착지점이 포함되어야 하고 엔진집(Engine housing)으로부터 트릭 릴리즈기 혹은 로프
의 유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트릭 릴리즈기의 부착 부분은 직경 50.8mm+0.00mm, -0.25mm이고, 높이가 최소 28mm인
원통형이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신이 제작한 경기정들이 사용될 대회에서 그의 견인봉에 트릭
릴리즈가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견인봉 상세 구조도
(Pylon specification drawing) - 다음 그림은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길이를 나타낸다.

d) 동력(Power)은 선내 장착식(Inboard), 선내/선외 장착식(Inboard/Outboard), 혹은 선외 장착식
(Outboard) 동력 중에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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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점프와 슬라롬 경기에서는 선수가 동일한 경기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경기정이 경
기 각 라운드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라운드 안에서 다른 경기정이 사용될 수는 없다.
트릭경기에서 선수는 경기를 위하여 선택된 경기정 중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수석심
판의 재량으로 드라이버 2개의 팀 및 승선심판을 트릭종목에 배정될 수 있다. 수석심판은 필요
할 경우, 경기시간 지체 이유로 드라이버를 바꿀 수 있다. 수석심판은 경기의 로스타임(Lost
Time)을 없애고 신속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경기정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02 : 속도조절기(Speed Control)
속도조절기는 모든 세계선수권대회, 랭킹 목록 및 기록 능력 경기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속도조절
기에 대한 보정(calibration)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선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
다. 대회 호몰로게이션 통지서에는 속도조절기의 제조사와 모델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특
징들이나 설정 사항들이 이용될 수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a) 속도조절기의 특정 메이커와 모델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공식 경기정들이 발표될 때(14.11
참조) 함께 발표한다.
b) 사용될 속도조절 프로그램 버전은 해당 세계선수권 대회 3개월 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그 버전
은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그 선수권 이후까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몇 가지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속도조절기가 고장이 날 경우 수동으로 진행한다. 교체장비 또는 경기정을 투입할 수 없을 경
우 즉, 그 장비가 빠르게 보수될 수 없다면, 대회는 다음과 같이 수동 운행으로 나타나는 성능
제한사항들과 함께 수동 진행으로 대회를 계속해야 한다.
속도조절 없이 획득한 최고 점수표
부문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남자

3부이@58/10.75m

8500점

61m

2200점

여자

6부이@55/12m

6000점

40m

2100점

남자 주니어

3부이@58/12m

5000점

41m

1500점

여자 주니어

3부이@55/13m

4400점

32m

1500점

속도조절기가 작동을 하는데 어려울 경우이거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닐 경우(오작동 등), 선수
는 장비이상으로 재시도 자격을 부여 받으며,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다.
b) 만일 교체장비가 허용될 경우, 속도는 승선심판(boat judge)의 통제 및/또는 감시 하에 패스마
다 바람과 수류 조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속도를 반복 측정하여 정밀하게 조정하
여야 한다.
c) 속도조절기의 주역할은 수동식 사용자에게 독립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실제시간에
가까운 허용오차속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d) 경기정 승선심판과 드라이버는 패스마다 속도조절기가 실제시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속도 조
절 세팅과 바람상태의 조정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여야 한다.
e) 승선심판들이 점프경기를 위해 세팅하는 가운데, 적절한 실제시간 (actual time)을 얻기 위해
반드시 무엇을 변경을 해야 할 경우(예를 들어, 글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선수의 다음 점프
전에 해당 선수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f) 각 선수에 대하여 속도조절기의 초기설정 내용 및 해당 선수 순서 중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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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슬라롬 종목 : 속도조절기는 55m 부이까지 작용되어야 한다.
h) 점프종목 : 선수가 변수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권고사항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선수는 자신이 점프하고 싶은 글자를 드라이버/승선심판에게 전달해야 한다.
드라이버/승선심판은 요구될 경우 정확한 시간들을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실행문자(actual letter)는 선수의 체중과 최고 점프 점수 간의 관계이다. 선수의 체중은 스키
없이 장비착용 상태로 고려된다. 기준은 점프 문자표(Jump letter charts)에서 확인될 수 있다.
엘리트 상금 대회에서, 선수들은 세계 기록 거리를 그들의 최고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i) 속도조절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보조타이머도 요구되지 않는다.
j) 최근에 제조된 각 속도조절기기는 적절하고 공정한 작동을 제공하도록 세팅되어야 하는 변수를
갖고 있다. 두 주요 제조업체에 대한 차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k) 속도조절시스템이 GPS기반이 아닐 경우 슬라롬과 점프 종목에서 승선심판을 위하여 보조 디스
플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식기준설정표
개선된 속도조절 변수들은 개정일과 함께 미국수상스키(USAWS)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며 본 경
기규칙서에 인쇄된 속도조절변수를 대체한다. 최신 정보를 위하여 미국협회 웹사이트를 참조해주
십시오.
특이사항 : 속도조절기는 발전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정보는 설정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IWWF는 그 장비가 경기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속도조절기 제조업체들과 긴밀하게 협
력하고 있다. 유의할 변경사항은 ‘가상(virtual)’ 부이 타이밍을 허용하며, 마그넷 시스템과 통합되
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GPS 통합에 근거하고 있다. 승인된 속도조절기만 수상스키 경기정에 공급
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택한 속도를 제외하고 다양한 입력 값
들을 제거한다.
5.03 : GPS 속도 조절 및 타이밍 설정(GPS Speed Control and Timing Setup)
GPS 위치 설정은 제조사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호몰로게이터와 드라이버는 반드시 함께 설정된 것이
정확한 지와 제조사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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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속도조절변수 조정표(Speed Control Parameter Adjustment Chart)

점프
제로오프 변수 누가 결정하는가

언제

토너먼트 모드 드라이버/심판
(Tournament Mode)

경기 전

토너먼트 모드만(Tournament Mode Only)

경기정 속도

선수

매 패스 전

MPH/KPH로 속도 설정

점프 문자

매 점프 전.
선수는 초기 설정치를 ±4 문자로 조절할
드 라 이 버 / 심 판 - 승무원이 첫 점프 수 있다. 필요할 때 조정. 초기 점프 문자를
선수로부터 입력 동안을 포함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대체용으로 점프 문자표를
필요할 때 조정가능 사용.

Fast 혹은 RTB 선수
(기준속도로 복귀)

Power Factor

각 선수가 41m 구
간 형태에 근거하여 문자만=Faster 구간
‘RTB’와 함께 문자=기준속도 복귀
풀동작 전

5.3/5.7L 엔진- 6
범위 0에서 15-기준속도를 증속하거나 감속함.
혹은 7에서 출발 코스를 느리게 진입하는 경기정에서 낮은
드 라 이 버 / 심 판 - 6.0/6.2L 엔진- 4
선수로부터 입력 혹은 5에서 출발 수치가 나타남. 3이하에서는, 기준에서 추가
감소 없음(조정치는 그 문자의
램프 비율
승무원이 필요시 조 (ramp rate)로 이뤄진다).
정 가능

41m 구간 증속
(41m구간에서 증속. 드라이버/심판
목표속도 추가)

ADD-범위=0에서9까지. 0에서 출발. 실시간
승무원의 필요에 을 위해 필요시 조정. 이 수치는 ‘Power
따라 조정 가능
Factor’를 준수한다.
0에서 출발.
예 : 6/0(6은 Power Factor이고 0이 ‘add’이
다)

카운터컷(CT) 시
드라이버
간

경기전.
카운터컷 동안 속 권장 : 180
도를 제어하기 위 마파람 : 190
해 강한 역풍 혹 뒤파람 : 170
은 순풍으로 조정 3/4컷 : 160
될 수 있음

GPS Mapping

드라이버 및 심 경기 전 및 2.5m 견인봉이 타이밍 부이들의 시작지점과 맞춰질 때
이상 벗어날 경우
판
코스 맵핑한다.
가능

슬라롬
제로오프 변수 누가 결정하는가

언제

토너먼트 모드
(Tournament Mode) 드라이버/심판

경기 전

토너먼트 모드만(Tournament Mode Only)

경기정 속도

선수

매 패스 전

MPH/KPH 속도 설정

A1, A2, A3
B1, B2, B3
C1, C2, C3

선수

매 패스 전

A = 엔진 반응 최저속
B = 엔진 반응 보통
C = 엔진 반응 최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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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값은 다른
설정값을 요구하
지 않는 한 B2.

1 = 경기정 뒤에서 아주 부드럽게 느껴짐.
2 = 경기정 뒤에서 보통으로 느껴짐.
3 = 경기정 뒤에서 딱딱하게 느껴짐.

선수
‘+’ 설정

‘+’ ON-엔진이 신속하게 반응. 입구게이트
바깥에서의 속도는 고속임.

매 패스 전
디폴트값은 OFF.

GPS Mapping

드라이버

경기 전 및 2.5m
이상 벗어날 경우 GPS 퍽(Puck)이 타이밍 부이들의 시작지점과
맞춰질 때 코스를 맵핑함.
가능

트릭
제로오프 변수 누가 결정하는가
경기정 속도

A1, A2, A3
B1, B2, B3
C1, C2, C3

선수

언제
매 패스 전

MPH/KPH 속도 설정

A = 엔진 반응 최저속
B = 엔진 반응 보통
C = 엔진 반응 최고속

선수
디폴트값은 다른 매 패스 전
설정값을 요구하
지 않는 한 B2.

1 = 경기정 뒤에서 아주 부드럽게 느껴짐.
2 = 경기정 뒤에서 보통으로 느껴짐.
3 = 경기정 뒤에서 딱딱하게 느껴짐.

선수
‘+’ 설정

매 패스 전

‘+’ ON-엔진은 신속하게 반응함.

디폴트값은 OFF.

※ 유의사항 : 개선된 속도조절 변수들은 미국 수상스키 웹사이트(USA WS Website)에 게시될
것이며 변경 일자가 함께 게시되며, 미국수상스키협회 경기규칙서에 명시된 속도조절변수들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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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로오프 승인된 소프트웨어 목록
버전 번호 - (2019/01/11 수정)
제로오프 탑재된 ECI SINGLE PUCK(Rev S)
보트 제조업체

ZO SOFTWARE VERSION w/ ECI SINGLE
PUCK

CENTURION

E1886100S

MALIBU(2019 & 이전)

E1886100S

MALIBU(2020년도 모델

E1886101S

MASTERCRAFT(2019 & 이전)

E1886100S

MASTERCRAFT(2020년도 모델)

E1886101S

NAUTIQUE(6.2L/5.3L)

E1886100S

NAUTIQUE(5.7L)

E1886180S

NAUTIQUE(6.0L)

E1886190S

제로오프 탑재된 ECI SINGLE PUCK(Rev R)
보트 제조업체

ZO SOFTWARE VERSION w/ ECI SINGLE
PUCK

CENTURION

E1886401R

MALIBU

E1886401R

MASTERCRAFT

E1886401R

NAUTIQUE

E1886400R

NAUTIQUE(5.7L)

E1886480S

NAUTIQUE(6.0L)

E1886490S

제로오프 탑재된 GARMIN DUAL PUCKS(Rev R)
보트 제조업체

ZO SOFTWARE VERSION w/ GARMIN DUAL
PUCKS

CENTURION

E1886205R(최신)
E1886102R

MALIBU

E1886256R(최신)

MASTERCRAFT

E1886205R(최신)
E1886204R
E1886203R
E1886202R

NAUTIQUE

E1886203R(최신-Linc Display)
E1886202R
E1886203R(최신-ZO Head Unit)
E18862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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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공인경기정 목록 및 세부규정
a) 범미주 대륙연맹에서 제조된 경기정

b) 유럽 & 아프리카 대륙연맹 제조정
보쉬 560 대회용(Boesch 560 Competition)
보쉬 625 대회용(Boesch 625 Competition)
마스터크래프트 프로스타(MasterCraft ProStar) 190 VW225-6 디젤엔진(Diesel engine)
마스터크래프트 프로스타(MasterCraft ProStar) 190 VW265-6 디젤엔진(Diesel engine)
유의사항 : 기록 능력 및 랭킹 목록 경기의 경우 승인된 경기정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승인된
변경되지 않은 경기정은 승인된 속도조절기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기록 능력 및 랭킹 목록 경기
에 사용할 수 있다.
5.06 : 보트 추가 중량&경기정 제조업체의 장비
a) 보트 추가 중량
드라이버가 보트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선심판의 동의를 얻어 25킬로가 넘
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당한 무게를 추가할 수 있다.

추가 중량은 보트 뱃머리 또는 승객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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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out boat balance, wakes, spray and boat handling. 추가 중량은 보트 승무원의 위험이나
보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소에 배치되어 집니다. 한 번 추가 무게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보
트 승무원이 변경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Note: 규정 9.14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추가적인 무게는 추가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설치한 장비와 함께 경기정을 사용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마스터크래프트사 경기정 밸러스트/무게 체계 – 트릭종목용
트릭경기에서 인정된 프로스타: 1) 무게 시스템(벨러스트) 포함; 2) 무게 시스템(벨러스트) 미포함.
만약 보트가 밸러스트/무게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테스트 및 승인 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1 또는 이후- if weighted 만약 무게를 1) 총 90kg, 각각 두 개의 리어(뒤) 컴파트먼트

트

레이에 설치된 총 45kg의 중량 백 두 세트를 사용함. 또는 2) 총 45kg, 각각 2개의 리어(뒤) 컴
파트먼트 트레이에 설치된 총 22.5kg의 중량 백 2세트를 사용함.
(MasterCraft Ballast/Weight System – Tricks Only)
마스터크래프트사 프로스타(ProStar) 경기정은 마스터크래프트에 의해 설정된 추가 밸러스트/무게
시스템을 이용하여 트릭경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되고 승인되었다.
프로스타 경기정은 트릭종목을 위하여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밸러스트/무게 시스
템을 가지고 사용하고, 둘째로는 그 시스템 없이 사용한다.
만약 그 경기정이 밸러스트/무게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경우, 테스트되고 승인받은 대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마스터크래프트 밸러스트/물백은 중간시트 밑의 바닥부분 하부 빌지(bilge)에 설치해야
한다. 트릭종목에 사용할 때는 물백은 완전히 가득 차 있어야 한다(부분 채움 없음). 추가로 마스
터크래프트에 의해 설정된 75파운드(33.75kg) 무게는 경기정 각 후방 구획 트레이(trays)(총150파
운드-67.5kg)에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저장 구획의 트레이들은 후미 쪽 출입문 하부에 위치한다.
프로스타 경기정은 다른 어떤 설정 값으로는 승인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는 경기정 바닥(floor)에
밸러스트/무게 또는 물백을 단순히 놓을 수 없다.
나티큐 하이드로게이트 – 2018년 이전
나티큐 하이드로게이트(Nautique Hydrogate)는 2개 위치 중 1개로 설정될 수 있다(슬라롬 혹은
트릭/점프(중간 모드로 설정될 수 없을 것이다)).
Ÿ

트릭 : 디폴트 위치는 트릭 모드다. 선수는 슬라롬 모드를 사용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경기
정 승선자에게 언제 슬라롬 옵션을 선택할 지 통보해주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선수는 패스
간에 설정 값 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

Ÿ

점프 : 디폴트 위치는 점프 모드다. 선수는 슬라롬 모드를 사용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경기
정 승선자에게 도크를 떠나가기 전에 슬라롬 옵션을 통보해주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C급
대회에서만 선수는 점프 간에 세팅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Ÿ

슬라롬 : 게이트는 슬라롬 모드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나티큐 하이드로게이트 – 2019년 이후
나티큐 하이드로게이트는 11개의 셋팅이 있다.(0부터 10까지)
Ÿ

슬라롬 : 게이트는 슬라롬 모드에 여전히 남아 있다.
라인 길이 조정이 회사가 제공 한 매트릭스 내에 있는 한 요청 된 것과 다른 설정에 대한 재
시도는 없다. 마이크로튜너(MicroTuner) 설정을 변경하는 로프 길이를 선택하면(예 :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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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길이에 마이크로튜너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선택한 길이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재시도가
허용된다. 패스가 완료된 경우에는 재시도가 없다.
Ÿ

트릭 : 트릭하이드로게이트(Trick Hydrogate)는 0에서 10 사이다. 기본 설정은 트릭모드 (10)
이다. 하이드로게이는 0~10, 슬라롬(0), 중간 1~9 또는 트릭모드(10)으로 설정 될 수 있다.
선수는 패스 간 설정을 변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밸러스트 시스템(Ballast System) - 트릭종목용
장착 된 경우, 밸러스트 시스템 시작 레벨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다. (0%, 25%, 50%, 75%
또는 100%). 선수는 첫 패스 선택에 따라 두 번째 패스에 대해 +/- 50%를 선택할 수 있다.
CJ와 함께 LOC는 최대 상위 밸러스트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두 번째 패스
변경을 선택할 때 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Ÿ

점프 : 점프 하이드로게이트는 0에서 10 사이다. 기본 설정은 점프모드(10)이다. 하이드로게이
트는 슬라롬(0), 중간 1~9 또는 점프모드 10으로 설정 될 수 있다. 도크를 떠나기 전에 보트
요원에게 하이드로게이트 설정을 통보해주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자신의 차례에 해당 위치
에 유지된다.

5.07 : 보트 맵핑(Boat Mapping)
어떻게 경기정이 맵핑되어야 하는가?
제로오프(Zero Off)를 맵(map) 하려면,

먼저 지도(map) 기능을 스크린에 띄우고, 코스 종류를

선택한다.(슬라롬 혹은 점프) 보트가 출발 브이를 통과했을 때 아래쪽에 표시되는 Select 키나
Start Gate(시스템에 의존적임) 버튼을 누른다.
* 점프의 경우에는 스키 견인봉(pylon)이 출발시간 관문(15-19 ST)과 일직선일 때 맵핑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스키 폴(pylon)이 중간 시간 부이(15-19MT) 에 있을 때 매핑을 끝낸다.
* 슬라롬의 경우에는 GPS Puck/안테나가 출발게이트 부이와 일직선일 때 매핑을 시작한다. GPS
퍽(puck)/수신기가 결승선 게이트와 일직선일 때 매핑을 마친다.
누가 경기정을 맵핑해야 하는가?
경기정 맵핑은 항상 드라이버나 다른 경기임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언제 경기정을 맵핑해야 하는가?
보트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맵핑은 다음과 같이
* 슬라롬 경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
* 점프 경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
* 슬라롬 결승 시작 전
* 점프 결승 시작 전
만약 타이밍 삐 소리가 출발게이트와 맞지 않을 경우에 보트는 재 맵핑해야 한다. 또한, 삐 소리
가 타이밍 시스템으로부터 2.5m 이상 벗어날 경우 보트는 재 맵핑해야 한다. 드라이버와 승선심
판이 재 맵핑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만약 드라이버와 승선심판이 호몰로게이터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트가 재 맵
핑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왜 종종 경기정을 재맵핑해야 하는가?
종종, 코스가 정확하게 맵핑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요인 때문에 시스템이 위치 정확성을 잃을
수 있다. 타이밍 신호음과 코스 시작 위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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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현상이 대회 중 발생한다면, 드라이버와 승선심판이 타이밍 비프와 출발게이트와의
차이가 2.5m 이상 난다는 동의하에 보트는 재맵핑 되어야 한다.
승선심판은 심판타워에 최대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
점프 경기 시 보트 재맵핑의 절차는?
만약 드라이버와 승선심판이 보트 맵핑이 올바르지 않다고 동의한다면
*안전할 때 보트를 멈춰라
*스키선수들에게 보트가 재맵핑 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라
*보트를 재맵핑해라
*선수와 같이해라
관련된 점프에 한해서 재시도가 부여될 것이다.
슬라롬 경기 시 경기정 재 맵핑 절차는?
만약 드라이버와 승선심판이 보트 맵핑이 올바르지 않다고 동의한다면
*마지막 패스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안전할 때 보트를 멈춘다.
*선수에게 보트가 재맵핑 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라.
*위 사항일 경우 재맵핑 해라.
영향을 받은 점프에 대하여 재시도 선택권을 선수에게 부여한다. 경기 장비 고장에 대한 것은 점
수가 보호 인정되지 않는다.
5.08 : 스키(Skis)
a) 점프와 슬라롬의 스키 최대폭은 스키 전장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트릭은 35%를 넘을 수
없다.
b) 바인딩(Bindings)은 어떤 종류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c) 스키의 주행특성을 조절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착 장비들은 주행하는 동안에 고정되어
있는 한 인정한다.
d) 부가 장치물(Devices)들은 불허한다.
e) 스키는 안전해야 한다. 안전 감독 주관으로 선수가 낙수 시에 스키와 접촉할 때, 선수에게 상
해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롭거나 거친 금속, 나무, 부착물들은 없어야 한다.
f) 별도의 스키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5.09 : 로프(Tow Lines)
대회위원회는 23m와 18.25m의 길이에 1개의 손잡이(Handle)가 달린 로프를 준비해야 한다. 이
로프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6mm의 홑 줄을 한 갈래로 꼬아 만들어지며 (d)항에 기술한 대로 구
성되며 손잡이와 로프는 다음의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한계하중, 최소 : 726㎏
1) 최소 파단 하중(breaking load) 499kg인 8mm, 14세 미만 구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루프
의 단축 유무) 5mm (light line)은 L대회와 R대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로프의 모든 측정은 20kg 장력 이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지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결고리(Attaching Loop)에서 가장 먼 점에서 손잡이의 안쪽 면
2) 손잡이에서 가장 먼 곳의 연결고리 내부표면.
b) 매듭(Splices)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듭 앞뒤로 감싸여져서 최소 15cm정도의 길이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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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 점프용은 21.5m의 단일 로프이고, 슬라롬용은 16.75m 길이의 단일 로프이며 핸들부분은
1.5m 길이로 한 부분 혹은 예비로 2부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하나로 이어진 로프는 선택사항이지만 그러나 두 부분으로 이어진 로프는 수상스키평의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21.5m와 16.75m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있
는 슬라롬 로프가 사용되어야 하며, 그 마디들을 5.09f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 고리들과
동일한 순서로 색깔 구분이 되어야 한다.
d) 경기대회에서 제공한 손잡이는 각진 모서리나 돌출부분이 없이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이나 코
팅 혹은 페인트칠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지며 외경이 2.50-2.80cm으로 되어야 한다. 연결로
프는 반드시 손잡이를 통해야 하며, 사용 중에 로프와 손잡이 사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손잡이의 최소 공인 한계하중은 로프 구멍에서 끝단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중심에서 9cm 떨어
진 두 개의 하중 지점에서 1분간 290kg의 비율로 적용되는 408kg이어야 한다. 손잡이는 로프
의 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로프에 부착해야 한다. (5.09f)에서 명시한 핸들 측정은 핸들의 끝과
끝의 길이다.
e) 슬라롬 로프는 손잡이로부터 16m, 14.25m, 13m, 12m, 11.25m 그리고 10.75m되는 거리마다
고리로 매듭지어 로프길이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로프를 더 추가해야 할 경우엔
10.25m, 9.75m, 9.50m 길이 순으로 추가할 수 있다, 0.25m를 줄이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9.5m로 줄이는 데는, 필요할 경우, 다른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 18.25m,
16m, 14.25m 길이의 로프에 대하여, 고리부터 손잡이까지의 거리 허용오차는 ±15cm가 되어
야 하고, 13m 길이부터는 이 허용오차가 ±7.5cm로 줄어든다.
고리들 간에는 구별하기 좋게 특정 부호화된 색깔로 칠하여야 하며, 만일 부호화된 로프 색깔
이 구분될 경우,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로프길이(m)

색깔

18.25

적색

16.00

주황색

14.25

황색

13.00

녹색

12.00

청색

11.25

자색(청/백색)

10.75

백색

10.25

분홍색

9.75

검정색

9.50

적색

로프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색깔을 입힐 필요가 없다.
14세 이하 부문까지 경량 로프(줄이기 포함 또는 제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로프는 규칙
5.09a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한계하중, 최소 : 499kg
f) 치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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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이한 로프 사양 :
조직위는 위 사양을 충족하는 로프를 제공해야 한다.
로프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규격
2) 동일한 브랜드의 상이한 규격
3) 상이한 브랜드의 모든 규격
각 종류의 로프 마다 최소 2개를 제공하며 로프 종류는 2개 이상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상이한 규격의 로프가 사용될 경우, 스키 선수들은 어떤 로프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
락된다. 선수가 잘못된 로프를 받았을 경우 재시도는 허락되지 않는다.
스키 선수는 그/그녀의 개인 슬라롬 로프를 제공할 수 없다.
h) 슬라롬 로프들은 최소 60cm에서 최대 1.2m가 되는 충격완화용 튜브(shock tube)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i) 슬라롬 스위치를 설치하면 로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로프를 줄이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로프성능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0.5m가 된다. 남은 로프는
규칙5.09f과 같이 모든 로프 구간 길이들과 허용오차들이 대체구간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충족되
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j) 점프경기에서 선택적으로 스펙트라 로프(Spectra

Line)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이 되

는 로프가 사용되어야 한다. 스펙트라 로프는 그 규격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한계하중 = 최소726kg.
선수는 자신의 책임 하에‘스펙트라’형의 로프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로프는 스펙트라 로프와/
혹은 일반 로프의 배합형 로프를 제공해야 한다(5.09a). 선수는 경기 전에 호몰로게이터에 의해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연맹들이나 조직위들은 선수가 보다 소규모 경기들에서 제공된 로
프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견인 로프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이러한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5.10 : 트릭종목 로프(Tow Lines for the Trick Event)
선수는 길이와 치수 및 재질에 상관없이 자신의 트릭 로프와 손잡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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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슬라롬 및 점프용 손잡이(Skier Supplied Handle in Slalom and Jump)
슬라롬 및 점프 선수는 경기로프에 부착할 자신의 손잡이를 준비할 수 있으며, 손잡이를 바꿀 경
우에는 자신보다 앞서 출발할 선수가 최소 3명은 있어야 하며, 또한 손잡이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출발도크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행 후에 핸들이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
다.
손잡이는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다.
손잡이 로프연결고리의 안쪽 표면에서 손잡이 안쪽 면까지 측정된 손잡이 부착물의 길이는
1.50m+2.5cm/-10.0cm이다.
핸들 측정 도구는 아래 그림 치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5.12 :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
경기 중에 코치와 선수와의 사이에 무선통신이 허용된다.
선수가 착용한 통신장비는, 낙수할 경우, 선수에게 위험한 유형이어서는 안 된다.
사용기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다.
기기 이상 혹은 송신 장애는, 재시도 요청 사유가 될 수 없다.
5.13 : 영상의 사양(Video Specifications)
사용될 수 있는 영상 :
판정 취지와 기록 검토 과정을 위하여, 오직 공식 카메라들로부터 촬영된 영상만 사용될 수 있다.
공식 카메라는 호몰로게이터와 수석심판이 결정한 동일 시각(view)(예, 경기정으로부터)으로부터
나온 어떤 영상이든지 될 수 있다.
영상의 소유권 :
모든 영상은 IWWF의 소유물이며, 경기 동안 수석심판이 관리한다. 경기 종료 시점에 영상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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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은 개최자에게 가며, 그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IWWF가 요구하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
로 1년 동안 적합한 저장소에 업로드 해야 한다.
권고사항 :
모든 기록 영상물은 최소한의 해상도(NTSC 방식 : 704×480, PAL 방식 : 704×576)를 갖춰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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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6. 경기정 속도 및 허용오차(Boat Speed and Tolerances)
6.01 : 경기정 속도(Boat Speeds)
모든 속도는 최저 속도 이상이다. 모든 종목의 경기정 항로는 직선주로가 되도록 해야 되며 그 속
도는 반드시 표시된 모든 시간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6.02 : 허용오차(Tolerances)(규칙1.09 또한 참조)
슬라롬과 트릭경기의 모든 속도는 ±1km/h까지 정확해야 한다. 정확한 속도로 고려되기 위하여,
경기정의 경기임원이 언급하는 코스내 기록된 최소 및 최대 속도들은 반드시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슬라롬 종목 코스의 평균속도는 허용오차 범위(규칙8.04 참조) 내에 있어야 한다.
그 속도는 코스 진입 전 거리를 위하여 최대 1km/h의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선수가 그 코스 바
깥에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승선심판이 속도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속도 변화가 선수에게 유리했다면 재시도가 의무적으로 되겠지만, 만일 선수에게 불리하였다면 선
수는 재시도 선택권을 갖는다.
점프 경기에서, 기본 속도로 속도 조절을 하고 선수가 선택한 커트 문자로 설정하는 것은 드라이
버의 책무다.(규칙10.04 참조). 시간이 어느 구간에서 그 기준 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드라
이버는 허용되는 적절한 조정을 하여 타이밍 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승선심판의
판단에 따라,

타이밍 전후 코스 속도가 선수에게 불리했다면, 선수는 재시도 선택권을 갖게 된

다. 속도조절기가, 52m 구간을 경기정이 항속도로 운항하도록 하여, 52m 구간 입출 속도가 동일
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
6.03 : 시간 측정기의 정확성(Accuracy of Timing Devices)
모든 경기에서 시간측정기는 최소 5/10,000초(0.01초/20초)까지 정확해야 한다. 대회에서 사용되
는

어떤

시간측정기든지

수석심판,

대회감독관(Homologator)

혹은

수상스키평의회

대표

(Representative)에 의해 그 정확성을 틀림없이 검사 받아야 한다.
새 디자인이 승인되려면, 제조업체는 승인을 위해 시험 데이터와 시험 방법 정보를 IWWF 수상스
키평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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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스포츠 규칙
경기규칙-7. 용어정의 및 총칙(Definitions and General Rules)
7.01 : 경기장(Competition Area)
경기장 배치도(layout)는 규칙8.17, 9.23 및 10.15에 기술되어 있다. 코스의 규격은 기술된 바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장의 배치도는 대회장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다.
규칙8.17, 9.23 및 10.15에 기술되어 있는 그림들에 의해 표시된 것들과 영상 점프 측정부이들
이외의 어떤 부이들 혹은 표시물도 경기장 안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 안전상의 위험, 착
지 혹은 출발지역 또는 회전 부이를 표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부이들은 토너먼트 부이
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 시작 시점에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종목별 코스 입구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슬라롬 : 슬라롬 코스의 시작 게이트 첫 패스시 부이
점

프 : 매 패스시 180m 부이

트

릭 : 매 패스시 첫 번째 트릭 부이

7.02 : 낙수(Definition of a Fall)
어떤 종목이든지, 낙수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a) 선수가 잡고 있던 견인로프를 놓쳤을 경우
b) 선수가 최소한 한발로 스키 한쪽을 신고 있지 않을 경우
c) 선수의 체중이 근본적으로 그의 원스키 혹은 투스키로 지탱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선수가 스키자세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7.03 : 스키자세(Definition of Skiing Position)
스키자세는 다음의 모든 경우가 존재하는 그 자세로 정의한다.
a) 선수가 견인로프를 잡고 있을 경우.
b) 선수가 원스키 혹은 양발의 투스키로 전후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
c) 선수의 체중이 자신의 원스키 혹은 투스키로 전적으로 지탱되고 있거나 혹은 선수가 결국에는
다시 제어할 수 있을 경우.
7.04 : 출발도크 관리(Start Dock Management)
수석심판의 동의를 얻어 주최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출발도크 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경기정이 출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스키를 탈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는 남은 경기에 대해 실격처
리 된다. 그러나 출발도크 요원은 선수가 스키를 탈 차례가 되기 직전에 발생하거나 발견된 비상
사태에 대하여 최대 1분의 시간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예 : 찢어진 바인딩).
선수가 실격되거나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출발 선수에게 1분 지연 시간을 부여한다. 둘 이
상의 선수가 실격되거나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출발 선수에게 실격되거나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 인원에 따라 한 명 당 1분 지연 시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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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8. 슬라롬(Slalom)
경기정은 규칙5.01, 로프는 규칙5.09, 5.11, 허용오차는 규칙1.09, 8.05, 8.16을 참조한다. 슬라롬
경기 동안 경기정에는 2명 혹은 3명이 승선한다.
수석심판 또는 대회 개최자가 요청할 경우 참가자는 이 룰북 뒤에 있는 부록의 슬라롬 정보 양식
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8.01 : 총칙(General)
선수는 경기정을 따라 슬라롬 코스(8.17)의 입구를 통과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6개 혹은 특정부
이의 바깥으로 회전하여 (완주한 패스 구성) 출구를 통과하여 회전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부이나
입구ㆍ출구를 실수(miss)하거나 낙수(fall)할 때까지 반복하여 슬라롬 코스를 통과(pass)한다.
경기정은 가능한 코스 중심선에 가깝게 하여 직항로를 지켜야 한다. 이 항로는 입구 예비 게이트
부터 유지되어야 하며 코스에 선수가 있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선수는 지정 로프길이보다 아래일 경우(혹은 임명심판들이 최소 출발속도로 낮출 경우의 속도) 이
하의 모든 패스를 유보선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선수는 출발하기 전에, 그가 선택한 로프길이
(혹은 속도)를 도크 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칙된 시간에 선수가 그의 출발 속도를 선택하는데
실패할 경우, 그 종목의 최대 출발 로프길이와 최소속도로 출발하여야 한다. 슬라롬 패스의 추가
선택 사항도 허용된다.
선수가 유보한 패스에 대한 점수를 받기 위해 하나 이상의 패스를 유보 선택한 경우(출발 또는 자
신의 차례 중 언제든지) ‘완주한 패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는 첫 번째 즉시 순차
적으로 유보한 속도이거나, 선택한 속도가 같을 경우 첫 번째 즉시 순차적으로 유보한 로프 길이
이거나, 혹은 해당 라운드 첫 번째 패스에서 최소 출발 속도/로프 길이로 부이에 대한 점수를 받
는다.
선수가 18.25m보다 짧은 로프로 시작할 때, 모든 패스가 최대 속도 이하인 경우, 점수는 마치 선
수가 18.25m 로프를 사용한 것처럼 된다.
선수는 해당 라운드에서 부문에서 설정된 최소 출발 속도보다 낮은 출발 속도를 선택할 수 없다.
예 :
부문 로프 줄임 속도 49kph
패스1
43kph/14,25
6점
패스2
46kph/14,25
6점
패스3
49kph/14,25
3점
최종 점수 3,00@49/18,25m

부문 로프 줄임 속도 49kph
패스1
49kph/14,25
4점
최종 점수 4,00@49/18,25m

부문 로프 줄임 속도 49kph
패스1
43kph/14,25
6점
패스2
46kph/14,25
6점
패스3
49kph/14,25
6점
패스4
49kph/13,00
2점
최종 점수 2,00@49/1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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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단축 속도
부문
10세 이하
14세 이하
17세 이하
21세 이하
오픈
35세 이상
45세 이상
55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

로프 줄임 속도 여자부/소녀부
49kph 로프 줄임
52kph 로프 줄임

로프 줄임 속도 남자부/소년부
49kph 로프 줄임
55kph 로프 줄임

55kph 로프 줄임

58kph 로프 줄임

55kph 로프 줄임
52 혹은 55kph 로프 줄임＊
52kph 로프 줄임
49kph 로프 줄임
49kph 로프 줄임
46kph 로프 줄임
46kph 로프 줄임
46kph 로프 줄임

55kph
55kph
55kph
52kph
52kph
49kph
49kph
46kph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줄임
줄임
줄임
줄임
줄임
줄임
줄임
줄임

어떤 추가 패스든지, 로프길이는 규칙5.09k와 같이 줄여야 한다. 물이나 기상조건 등으로 대다수
종목심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패스 속도는 경기규칙에 기술된 속도로 낮출 수 있다.
8.03 : 코스진입(Entering the Course)
선수는 공중으로 손잡이를 던짐으로 슬라롬 코스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거부행위가 종목 심
판들에 의하여 판단되어 수용될 만한 이유일 경우, 선수는 벌칙을 받지 않는다. 경기정이 복귀하
면, 선수는 즉시 스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종목 심판
들에게 이유가 불충분하게 판단될 경우, 선수는 남은 경기에서 자동 실격된다.
첫 패스의 출발도크와 게이트부이 사이에서 선수가 그의 장비 손상을 확인한 경우, 종목 심판들은
파손된 장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3분간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선수
가 첫 패스에서 코스 입구를 통과하면, 잇따른 패스 코스 진입을 거부할 수 없다.
8.04 : 장비손상(Damaged Equipment)
첫 패스에서 출발도크와 게이트 부이들 사이에서, 선수가 자신의 장비가 손상된 것을 감지한 경
우, 종목심판들은 그에게 3분의 시간을 부여하여 파손장비를 수리하거나 교환하게 하여 계속 경기
할 수 있게 한다. 일단 선수가 첫 패스에서 슬라롬 코스에 진입하면, 선수가 재시도로 이어지는
주행 시기동안 그의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예를 들어, 파편더미나 혹은 기타 부유물을 친 경
우) 손상된 장비를 수리할 시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선수는 재시도가 부여되는 시간으로부터 3분
이내에 자신의 스키를 신고 복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전에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의무적 재시도에서 선수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재시도를 일으킨 그 패스는 마
지막 양호한 부이 시간까지 채점된다.
선택적 재시도에서, 선수가 계속할 수 없는 경우(및 선수가 3분 이내에 스키 자세로 복귀하지 않
은 경우)에는 재시도를 유발시킨 경기 시기(run)에 획득한 점수로 채점된다.
8.05 : 경기정 시간(Boat Times)
경기정 속도는 자동타이밍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경기정 속도 확인용으로 사용된 타이밍은 입구 게이트에서 마지막 전체 점수가 그 패스에서 채점
되는 부이를 잇는 경기정 게이트까지 되어야 한다.
시간들은 반드시 100분의 1초까지 기록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록은 경기정에 기록되거나 속도조
절 시스템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승선심판에서 계산원에게 무전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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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행시간은 가능한 실제시간(actual times)에 가까워야 한다. 이것은 수석심판이 검토해야 한다.
속도가 허용오차보다 빠른 경우와 선수가 패스를 완주하지 못한 경우, 그는 재시도 선택권을 가져
야 하지만, 재시도로 이어지는 패스 중에 확보한 점수보다 적은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선수가 완벽하지 않은 패스를 한 경우, 승선심판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선수가 재시도를 할 것인
지 결정해야 한다. 재시도를 할 경우, 경기정은 즉시 채점되지 않은 패스 코스로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재시도는 코스의 원래 시작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
신청속도가 허용범위 보다 느린 경우, 재경기는 의무적이다. 패스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느린 패스에서 확보한 점수 보다 높게 향상시킬 수 없다. 단,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음의 느린 패
스의 빠른(fast)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패스가 완벽하여 점수가 6점이고 선수가 계
속하는 경우, 선수는 그 패스를 반복하는 대신에, 다음 패스까지 진행할 것인 지 선택할 수 있다.
이어서 그 선수의 패스가 완벽하면, 그는 두 패스에 대한 점수를 받게 된다. 패스를 실수한 경우,
선수는 마치 부이가 낮아서 패스를 거른 것 같이 된 점수를 받게 된다.
한 선수가 잘못하여 의도한 패스보다 높은 속도나 또는 짧은 로프를 받은 경우, 그 선수는 실제
경기한 채점 점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완주를 했다면) 원래 요청했던 속도 혹은 로프 길이에 대
한 점수를 수락할 것인지, 또는 재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선수가 부주의로 의도한 패스보다 더 낮은 속도나 또는 긴 로프를 받은 경우, 그 선수는 (완주했
다면) 의도된 패스 이후의 다음 패스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재시도 할 것인지, 실제 경기한 점수
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2회 이상의 재시도가 있을 경우, 그 선수는 계속하기에 앞서 5분간 휴식을 요청할 선택권을 갖는
다. 휴식시간이 시드를 받은 경우이거나, 주요 토너먼트 결승전 중에 있는 경우, 시기순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놓친 경우-신청한 구간 시간을 놓친 경우, 선수는 신청한 구간 시간이 최고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해당 시간이 최고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 보호로 재시도 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어떤 시간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규칙12.02가 적용된다. 추가로, 그 선수가 패스를 완
주했다면, 그는 위험을 무릎 쓰고 선택할 수 있다.
슬라롬 경기정 시간
경기정 속도
KPH
58

55

52

49

46

점수
시/종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0-0.50
E-1
1.64
1.68
1.71
1.73
1.77
1.80
1.83
1.87
1.91
1.94
1.98
2.03
2.06
2.11

1-1.50
E-2
4.15
4.22
4.28
4.37
4.45
4.51
4.62
4.71
4.78
4.90
5.00
5.08
5.21
5.32

2-2.50
E-3
6.67
6.77
6.84
7.03
7.13
7.23
7.43
7.55
7.65
7.87
8.01
8.13
8.37
8.53

3-3.50
E-4
9.20
9.31
9.41
9.69
9.82
9.93
10.24
10.38
10.52
10.85
11.02
11.18
11.54
11.74

4-4.50
E-5
11.73
11.86
11.97
12.35
12.50
12.64
13.05
13.22
13.39
13.83
14.03
14.22
14.71
14.95

5-5.50
E-6
14.25
14.40
14.53
15.02
15.19
15.34
15.87
16.06
16.25
16.81
17.04
17.27
17.88
18.16

All 6
E-X
16.00
16.08
16.16
16.86
16.95
17.04
17.72
17.93
18.13
18.78
19.03
19.27
19.9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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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0

37

34

31

28

25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2.16
2.20
2.26
2.32
2.36
2.43
2.50
2.54
2.63
2.71
2.76
2.86
2.95
3.02
3.14
3.25
3.33
3.47
3.61
3.71
3.89
4.07

5.42
5.56
5.69
5.81
5.97
6.12
6.26
6.44
6.62
6.79
6.99
7.20
7.41
7.65
7.90
8.15
8.43
8.74
9.07
9.40
9.79
10.21

8.68
8.94
9.13
9.30
9.60
9.81
10.02
10.36
10.61
10.86
11.24
11.54
11.85
12.29
12.66
13.05
13.55
14.01
14.51
15.11
15.70
16.34

11.93
12.33
12.56
12.78
13.23
13.50
13.78
14.27
14.59
14.93
15.49
15.88
16.29
16.93
17.42
17.93
18.68
19.29
19.94
20.83
21.60
22.46

15.18
15.71
15.99
16.27
16.86
17.19
17.53
18.19
18.58
18.99
19.74
20.22
20.73
21.58
22.18
22.82
23.81
24.56
25.37
26.54
27.50
28.58

18.42
19.10
19.42
19.75
20.50
20.88
21.27
22.11
22.57
23.06
23.99
24.56
25.16
26.24
26.94
27.70
28.94
29.83
30.80
32.26
33.41
34.68

20.56
21.34
21.68
22.03
22.89
23.31
23.74
24.70
25.20
25.73
26.81
27.42
28.08
29.31
30.08
30.90
32.33
33.30
34.37
36.04
37.30
38.70

8.06 : 슬라롬 심판타워(Slalom Towers)
슬라롬 심판타워(Slalom Judging Towers)는 난간이 있는 버팀 구조물이어야 한다. 타워의 바닥
(floor)은 수면에서 최소 3m 높이는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면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닻으로 그 위치를 확실하게 고정시킨 것이어야 한다. 2개의 슬
라롬 심판대는 의무적으로 코스 양쪽에 1개씩 설치하되, 잘 볼 수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대체
허용 변수들이 규칙8.13과 같음에 유의하시오.)
경기코스의 양 측면에 위치하게 되는 심판지역은 8.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구 부이들의 중앙을
지나가는 코스 중심선에서 44±3°의 각도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8.07 : 부이(Buoys)
a) 부이는 초록색/노란색 또는 빨간색/주황색과 같이 눈에 잘 띄는 색이어야 한다.
b) 안내부이(Guide Buoy)는 입구ㆍ출구 부이 및 슬라롬 부이와 색깔이 달라야 한다.
c) 구형의 안내부이는 지름이 최소 22cm가 되어야 하며, 원통형이나 직사각형 안내부이의 지름은
10-23cm가 되어야 한다.
d) 슬라롬 선수용 부이는 20-28cm의 지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0cm 직경이 바람직하다. 슬라
롬 입ㆍ출구 부이의 크기는 지름 20-28cm가 되어야 하며 20cm 지름이 적당하다. 또한, 부이
는 일반적으로 수면 윗부분이 구형이어야 한다.
e) 슬라롬 부이는 경량이면서도 겉 표면이 매끄럽고 유연한 물질이어야 한다.
f) 각 부이는 닻줄을 부착하기 위하여 단단한 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부이들은 그 지점주변으로 움
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맨 후 닻줄에 부착되어야 한다.
g) 입·출구 부이는 수면에서 10-17cm 높이(11.5cm 권고)로 고정돼 있어야 한다.
h) 선수용 부이는 수심 밖으로 높이가 8cm~17cm(8.5~9.0cm 권고)가 되도록 고정해야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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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이가 오차허용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8cm 범위에서 부이 위에
선이나 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i) 원통형 혹은 직각형 고형물 부이들은 수면위로 11-25cm(15cm를 장려함)정도 수직으로 고정되
어 있어야 한다.
j) 원통형 혹은 직각형 고형물 안내부이들이 사용될 경우 부이 안쪽 사이의 거리는 2.05m±15cm
가 되도록 고정해야 한다.
8.08 : 실수 및 “타고 넘기“ (A Miss or ’Riding Over’)
a) 선수용 회전 부이 : 회전부이 안쪽으로 타고 가거나, 타고 넘거나, 다리사이로 뛰어넘는 것은
하나의 실수이다. 스키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회전부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벌칙(penalty)
이 없다. 타고 넘기는 회전 부이가 그의 위치로부터 크게 이동할 정도이거나 순간적으로 그 부
이를 가라앉힐 정도로 스키로 회전부이를 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심하지 않게 치는 것은 스치
고 지나간 것으로 고려한다.
b) 입·출구 게이트 : 입구 혹은 출구 게이트 바깥으로 타고 가는 것은 놓친 것이다. 하지만 신체
의 일부분이나 스키로 게이트부이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선수가 스키의
중심이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게이트 부이의 중심 바깥쪽으로 지나갈 경우 입구 혹은 출
구 게이트를 실수로 판정한다.

8.09 : 부이 점수 계산(Scoring Buoys)
실수하지(missed) 않은 부이는 첫 실수 지점까지 아래 기준에 따라 채점된다.
a) 1/4점. 선수의 앞발이 C-D 라인과 X-Y 라인을 스키자세(7.03)로 가로지를 때(스케치한 부분).
- 34 -

b) 1/2점. 선수의 앞발이 스키자세(7.03)로 다음 부이 혹은 출구 게이트 수평면 전에 C-D 라인을
다시 가로질렀을 때.
c) 출구 게이트를 제외하고(1-5 부이를 패스 한 후), 1점 스키어의 앞발이 다음 부표 수준(예: 1
번 부표 주변에서 스키를 탄 후, 2번 부표 수준 또는 그 이전에 스키어의 앞발이 보트의 힘 아
래 팽팽한 선으로 보트 가이드 부표의 선을 통과해야 함)보다 늦지 않은 경우. 줄을 팽팽하게
하는 이유는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즉, 선수는 느슨한 줄로 부이를 통
과할 경우 모든 점수(full point)를 받지 못하기 떄문에 시도할 이유가 없다.
d) 출구 게이트(6번 부이를 패스한 후)의 경우, 보트의 힘으로 팽팽한 줄을 유지하든 못하든 주행
자세에서 스키어의 앞발이 출구 게이트 선을 넘었을 때 1점을 획득한다. 선수가 출구 게이트에서
느슨한 줄로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 선수가 축구게이트를 통과하고 넘어지지(출구 게이트 통
과 전 또는 후) 않는다면 선수는 다음 패스에서 계속해서 주행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출구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출구 게이트의 오른쪽 바깥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출구
게이트 전이나 후에 보트 가이드 부표의 선을 넘은 후 넘어지면, 스키어는 6점을 획득하고 경기를 마
무리한다. 만약 선수가 출구 게이트 왼쪽을 통과하거나 보트 가이드 부표의 선을 넘기 전에 넘어지면,
선수는 5½ 점수를 획득한다(규칙 8.09(b)와 8.10 참조).

8.10 : 주행의 종료(The End of the Run)
예선 혹은 결승에서 선수는 규칙14.01에서 명시한 대로 어느 한 부이, 입구ㆍ출구 부이를 실수할
때까지 혹은 낙수 할 때까지 경기코스를 계속 주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기전(round)의 채점이 종
료된다.
8.11 : 점수계산 및 순위 결정(Event Scoring and Placement)
선수들의 순위 결정은 특정 경기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수의 1회 패스가 완벽한 경우, 8.01의 규칙에 의거하여 선수가 유보시킨 각 패스에 대하여 6점
씩을 더 받게 된다. 1회 이상의 패스를 유보시켜 놓은 상태에서 첫 패스가 완벽하지 않게 된 선수
는 유보한 패스에 가산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패스에서 계산된 점수들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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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동점(Ties)
각 경기에 대하여 동점 시 정의된 특정 규칙을 적용해 승자가 결정된다. 특정 규칙이 정의되지 않
은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위가 동점일 경우, 재경기를 하여야 하며 2,3위가 동점일 경우, 순위는 예선전 성적순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그래도 동점일 경우, 재경기가 치러져야 하며 그 경기는 새로 무작위 추첨으로 순서
를 정하여 치러야 한다.
재경기는 마지막 완주 시에 실시된 속도와 로프 길이로 시작하여 첫 번째 실수(miss)로 끝맺음을
한다. 이래도 동점이 생길 경우, 다시 무작위 추첨으로 재경기를 하게 되며, 승자가 결정될 때까
지 이 방법으로 반복하여 경기를 치러야 한다. 선수는 재경기시 어떤 패스든 선택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1위를 위한 재경기가 3명 이상의 선수들 사이에서 이뤄질 때, 모든 순위는 재경기에 참여한 선수
들의 수와 동일하며 예선전 성적을 재경기 때 사용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재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2위와 3위에서 동점인 경우에는 예선전 성적이 사용된다.
결승전에서 매달권에 있지 않은 선수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최종결과는 동점으로 기록된다.
8.13 : 슬라롬 심판 운영 방법(Slalom Judging)
이용 가능한 기술에 따라, 슬라롬을 판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5심제

경기정 안에 승선심판과 슬라롬 심판타워들 각각에 두 명의 심판들이 있어야 한다. 입구와 출구
게이트는, 각 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2명의 심판들과 승선심판이 판정한다. 선수부이들
은 모두 5명의 심판들에 의해 판정되어야 한다.
각 시기 종료 시 심판들은 다음과 같이 시기를 채점한다.
a) 첫 번째 결정은 선수가 입구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내려질 것이다. 그 결정은 위에서 명시한
대로 적절한 3명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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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 번째 결정은 부이로 계산하는 선수의 점수이다. 선수가 게이트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0점으
로 채점한 심판은 채점을 계속하여 그의 최종 점수를 X 표시 부이들의 연속선상에서 0점으로
처리한다. 반면, X 표시가 심판이 게이트가 완벽했다고 판단한다면, 선수의 점수는 X 표시만큼
부여했을 것이다.
c) 계산원은, 선수가 게이트를 들어간 것으로 판정받았는지 우선 결정한다. 선수가 게이트를 들어
간 경우, 다음으로 계산원은 심판들이 제출한 점수들을 근거로 심판들이 동의한 가장 높은 점
수를 선수에게 부여한다. 그 점수들이 1, 1, 3.25, 3.50, 3.50이 될 경우, 선수의 최종점수는
3.25점이다.
심판들이 판정한 점수들은 최종점수로 간주된다.
점수는 다음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게이트 카메라
규정된 각도에 슬라롬 심판 타워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비디오카메라는 적합한 각
도로 장치되어야 하며, 카메라 피드(camera feeds)는 중앙심판타워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며, 심판들은 게이트를 관찰할 수 있으며 게이트 판정은 모니터에서 이루어진다.
카메라는 슬라롬 타워(규칙8.06)에 규정된 높이와 최소한 동일한 높이에 반드시 위치되어야 하며
부이가 경기정의 웨이크 물장벽에 의해 감춰지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신호는 검토 가능하게 녹화되어야 한다. 지지대가 장착된 보트카메라는,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촬영될 수 있는 보통의 게이트 카메라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중앙심판타워는 상대적인 게이트 사이드의 코스에 2번과 5번 사이에 위치되어야 한다.
TV 화면에 보이는 게이트 부이들의 규격비율은 1/3이 권장되며 이것은 화면 전체의 최소 폭이
1/6이 되어야 한다.
비디오 게이트 검토는 정확한 점수를 얻기 위해 슬로우 모션이나 프레임 한 장씩, 혹은 정상속도
에서 행해져야 한다. 44°
게이트 영상을 갖춘 4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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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영상을 갖춘 3심제

위의 3심제 및 4심제 판정법을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 게이트는 요구된 각도와 높이에 배치된 카메라에서 양쪽 끝에 있는 게이트를 촬영한 카메
라 영상필름을 사용하여 심판 2명이 판정해야 한다. 이 카메라 필름들은 모니터로 디스플레이
되고 녹화되어야 한다. 각 심판은 모니터를 관찰하여 입구 부이를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이 경
우, 오직 타워심판들만이 게이트를 판정한다. 1명 혹은 2명의 심판들이 입구게이트를 관찰하지
못하였다면, 그 심판은 영상을 재생하여 판정한다. 2명의 심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석
심판 혹은 1명의 임명심판이 투표하여 결정한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게이트는 최대 2회
재검토하여 판정해야 한다. 출구게이트는 직접적으로 관찰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영상은 문
제 해결을 위하여 1명 혹은 2명의 심판에 의해 이용되어야 한다. 8개의 부이 슬라롬 코스에서
출구 게이트는 직접 관찰되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명 혹은 두 심판 모두 경기정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 선수 부이를 계산하는 것은 승선심판과 2명의 심판이 하며, 그것은 호수 각 측면에 코스의 중
앙으로부터 44도 내(혹은 2번 부이)에서 대칭적으로 위치한다. 경기정 영상이 사용되지 않는
한, 2명의 해안 심판들은 3번과 4번 부이 사이에, 동일한 높이가 요구되는 중앙 위치에서 동일
한 측면에 위치될 수 있다.
다른 가능한 옵션들과 조정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
에, 게이트 판정과 부이 판정을 위해 요구되는 심판들의 숫자는 위의 문단에 상세하게 설명되
어 있다. 심판들의 정확한 수는 어떤 특별한 심판이 게이트나 부이 혹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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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영상 및 경기정 영상을 갖춘 4심제

경기정 영상이 사용되는 경우, 그 영상은 수석심판이 종목심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통보하는 다른 심판에 의해 타워에서 모니터 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수석심판과 검토심
판은 점수가 정확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디오 파일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이 점수에
동의할 경우, 그 점수는 확정된 것이 된다. 만약 비디오가 심판들이 준 점수보다 명확하게 뒤엎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면 그 점수는 유지된다.
다른 어떤 심판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 심판이 경기정 영상 검토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그가 종목심판들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는 심판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과
반수 결정을 하도록 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L급 대회에서 (위에 언급된 대로)심판이나 수석심판이 없을 때 보트 녹화된 비디오는 심판타워에
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승선심판의 점수가 2명의 지상 심판의 점수와 다를 경우 2명의 지상 심
판이 보트 비디오를 다시 재검토하여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e) 게이트 영상 및 경기정 영상을 갖춘 4심제- 예외 상황
1) 반대편 육지에 탑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2) 기술 문제로 인해 양호한 품질의 보트 비디오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육지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보트 심판의 점수가 2명의 지상 심판과 다르거나, 최종 점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주심 또는 담당 심판은 보트 카메라에서 녹화된 비디오를 검토해야 한다. 수석심판과 호몰로게이
터는 예외상황에 꼭 동의해야하며 그에대한 이유는 호몰로게이션 노티스에 보고하여야 한다.

8.14 : 안전장비(Safety Equipment)
슬라롬 종목의 모든 참가자는 승인된 구명조끼(4.03)를 착용해야 한다.
8.15 : 보트 항로 / 최종 코스 영상
경기정은 가능한 최대한 가깝게 코스 중심선의 직선 경로를 따라야 한다. 이 항로는 출발 프리 게
이트부터 선수가 코스에 있는 한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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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항로 측정 시스템
보트 항로 측정 시스템,(BPMS)는 아래 조건들이 요구되어 진다:
Ÿ

Record Capability(R), 랭킹리스트(L), 프로 이벤트
11.25 이하의 모든 패스는 적용 가능한 부이 및 누적 편차 오차를 적용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Ÿ

타이틀 이벤트(세계 또는 연맹)
14.25 이하의 모든 패스는 적용 가능한 부이 및 누적 편차 오차를 적용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BPMS는 RTK-GPS 또는 비디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RTK-GP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강력하게 권장한다. BPMS는 호몰로게이터의 책임 하에 호몰로게이션 지침에 따라 설치 및 교
정된다. 수석심판은 BPMS를 모니터링할 심판 또는 드라이버를 지정한다. 부이 또는 누적 편차에 대한
오차를 초과하는 경로의 경우 재시도 기회가 부여된다.
부이
부이 편차는 견인봉이 부이에 있을 때부터 부이 뒤 5m까지 선수에 대한 최대 편차이다. 누적 편차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된다.
부이 편차가 음수(선수로부터 떨어진 경로)이고 다음보다 큰 경우:
Ÿ

Class R: 20cm

Ÿ

Class L: 25cm

선수에게는 선택 사항으로 재시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양수에 대한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 점수는 보호된다.
만약 부이편차는 양수이고(선수로부터 떨어진 경로) 다음 값보다 클 경우:
Ÿ

Class R: 20cm

Ÿ

Class L: 25cm

선수는 다음의 옵션을 갖게 된다:
Ÿ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받아들인다.

Ÿ

재시도를 한다. 선수의 점수는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6점 미만의 점수의 경우, 만약 편차가 선
수가 마지막으로 득점한 부이에서 발생한다면, 스키어는 그 점수에 비해 향상될 수 없다. 기존의
획득했던 점수는 보호 받지 못한다.

Ÿ

완료된 패스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위험으로 계속"을 참고하십시오.

누적 편차(누적 편차는 부표 편차의 합계입니다.
누적 편차가 허용오차를 벗어나 음수인 경우(선수로부터 멀어져 있음)
선수에게는 선택 사항으로 재시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양수에 대한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최대 점수는 보호된다.
누적 편차가 오차를 벗어나는 양수의 경우(스키어를 향하는 방향)
선수는 다음의 옵션을 갖게 된다:
Ÿ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받아들인다.

Ÿ

재시도를 한다. 선수의 점수는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6점 미만의 점수의 경우, 만약 편차가 선
수가 마지막으로 득점한 부이에서 발생한다면, 선수는 그 점수에 비해 향상될 수 없다. 기존의 획
득했던 점수는 보호 받지 못한다.

Ÿ

완료된 패스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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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0.25-1
1.25-2
2.25-3
3.25-4
4.25-5
5.25-6

B1
B2
B3
B4
B5
B6

Cum Dev. Class “R”
20cm
25cm
30cm
35cm
40cm
45cm

Cum Dev. Class “L”
25cm
30cm
35cm
40cm
45cm
50cm

다수의 부이가 오차를 벗어남
보트 경로가 단일 패스에서 둘 이상의 부이에서 오차(부유 또는 누적)를 벗어나는 경우 오차 초과
발생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
만약 선수가 다음 패스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 했으나 다음 패스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중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Ÿ

허용오차 내에 있었던 원래 패스의 점수

Ÿ

위험을 감수하고 주행에 성공했을 때 점수는 기존 속도와 동일한 로프 길이로 주행을 완료했을
때와 같다.

필수 재시도
하나의 패스에서 보트 경로 이탈에 대한 재시도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필수 재시도 시 보트 경로 이탈 때문에 또 다시 재시도를 하게 될 경우, 점수는 허용오차
범위에서 처음 패스에서 얻은 점수 또는 재시도 에서 얻은 점수 중 최고 점수로 한다. 드라이버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될 수 가 있으며 또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BPMS 실패
경기 이벤트 중에 필요한 BPMS가 실패할 경우, BPMS가 다시 설정될 때까지 심판 타워에서 모니
터링되는 엔드 코스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호몰로게이터는 오류가 났던 내용을 호몰로게이션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예외: BPMS 사용 불가- 출구 게이트 사용( 랭킹 리스트 L)
BPM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석심판은 수석 호몰로게이터 동의를 얻어 보트 경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뱃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심판 또는 드라이버는 모든 패스를 뱃길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재시도를 부여한다. 출구 게이트 심판과 수석심판(또는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 경우, 호몰로게이션 레벨은 랭킹 리스트(L)이 된다. 호몰로게이터는 BPMS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호몰로게이션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뱃길 코스 영상 모니터링
출발 게이트
출발 게이트 오차는 견인봉이 게이트 부이에 있을 때 관찰되며, 큰 오차는 보트 운전자가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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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
보트 오차는 견인봉이 보트 가이드에 위치할 때 관찰되어집니다.
만약 선수로부터 25c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다면,
선수는 선택적 재시도를 부여받게 된다. 점수는 패스가 양수에 대한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을 정
도로 보호된다.
만약 선수방향쪽으로 25cm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면,
Ÿ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받아들인다.

Ÿ

재시도를 한다. 선수의 점수는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6점 미만의 점수의 경우, 만약 편차가 선
수가 마지막으로 득점한 부이에서 발생한다면, 스키어는 그 점수에 비해 향상될 수 없다. 기존의
획득했던 점수는 보호 받지 못한다.

Ÿ

완료된 패스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위험으로 계속"을 참고하십시오.

최종 코스 영상
최종 코스 영상은 로프길이 11.25m 또는 11.25m이하의 모든 슬라롬 경기의 패스에 한하여 녹화
되어야 한다. 규정 25번- 호몰로게이션을 위한 비디오 설정과 견인 보트의 뚜렷한 표시 가이드라인.
RTK-GPS가 WaterSkiConnect 기능에서 의도한 대로 기능하는 경기의 경우, 주심은 호몰로게이터
의 동의를 얻어 뱃길 비디오를 백업 또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 기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독립형 뱃길 카메라를 백업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항로 리뷰-BPMS/뱃길 비디오
모든 패스는 규칙(1.09)(8.01)과 보트 경로 누적 편차를 포함한 이 규칙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패스의 경우 IWWF 순위 목록에서 관련 점수가 수정되거나 삭제
될 수 있다. 보트가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
티를 받게 된다.
8.16 : 드라이버와 시간(Driver Times)
시간에 대한 추가 허용범위를 설정하여 시간이 가능한 실제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선수에게 어떤 재시도도 줄 수 없으나, 드라이버는 그의 시간을 제한범위 이내로 가
져올 수 있도록 경고를 받거나,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드라이버 해임(removal) 조
치를 받아야 한다. 승선심판과 수석심판은 드라이버의 허용범위 내에서 드라이버의 수행능력
(Performance)과 잠재능력을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기정 속도

점수

전부 6

KPH

Fm/To

E-X

빠름(F)

16.04

실속도(I)

16.08

느림(S)

16.12

빠름(F)

16.90

실속도(I)

16.95

느림(S)

17.00

58

55

- 42 -

8.17 : 공식 슬라롬 코스(Official Slalom Course)

규격
전장 = 259m
A = 27m
B = 41m
C = 29.347m
D = 47.011m
E = 1.25m
F = 11.5m
G =

1.15m

H = 55.00m

범위
258.353 - 259.648
26.865 - 27.135
40.795 - 41.205
29.200 - 29.494
46.776 - 47.246
1.188 - 1.313
11.385 - 11.615

허용오차
1/4 %
1/2 %
1/2 %
1/2 %
1/2 %
5 %
1 %

1.035 - 1.265

10 %

54.725 - 55.275

1/2 %

주의 : 6회 측정된 F 규격들의 평균은 11.48m 보다 작을 수 없고 11.54m보다 클 수 없다.
부이 색깔은 다음과 같다.
출구(End Gates)는 적색
선수용 부이(Skier Buoys)는 적색
경기정 안내용 부이(Boat Guide Buoys)는 황색
선수 및 경기정 게이트 부이(녹색 권장)와 대비되는 색상의 경기정 항로 정렬 게이트는 양쪽 끝의
출입문 55m 전거리와 내부 경기정 안내 부이 폭 1.15m의 공식 코스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허용오차 : 길이 55.00m+/- 0.275m

너비 1.15m+/-0.115m

8.18 : 선택용 슬라롬 경기장 회전부이(Optional Slalom Course Turn Buoy)
다음 그림은 그림1에 제시된 공식 슬라롬 코스를 위한 선택용 회전 부이(Optional Turn Buoy) 배
치도이다. 선택용 회전 부이의 사용은 강력하게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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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슬라롬 심판타워 배치도(Slalom Judging Tower Placement)
다음 그림은 (8.17)에 제시된 공식 슬라롬 코스를 위하여 필요한 심판타워 배치도다.

8.20 : 호몰로게이션 지침 – 슬라롬
a)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삼각형의 규격은 내접원의 직경이 10cm인 것이다. 직경이 10cm 이상
일 경우, 그것이 조준 측정값(Alignment Sighting)에 일치한다면 한 개의 정점(vertex)이 사용
된다. L 급 이하의 대회를 위하여, 2개 지점 측정(Two Station Survey)이 사용된다. 코스의 직
선주로 확인을 위해 시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점프코스에도 적용
된다.
코스의 중심선은 입구부이들의 중점과 출구부이들의 중점을 이은 선이다.
b) 측정기구(Surveying instrument)는 반드시 20초 이상의 정확도를 갖춰야 한다.
c) 모든 선수용 부이와 출구 부이는 반드시 기록 제출을 위하여 측정(직경과 높이)되어야 한다.
d) 로프는 측정 전에 꼬아 이은 부분의 견고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된 물체에 의하여 지상과
연습장에서 당겨져야 한다. 연습에서 로프를 사용할 때, 로프는 로테이션으로 동일하게 사용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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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개인 핸들은 선수가 주행 후 즉각 호몰로게이터의 책임 하에 도크 출발 요원에 의해 계측되어
야 한다. 선수가 도크로 귀환한 후 핸들이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라운드의 점수는 0
으로 한다.
f) 메이저 또는 타이틀 대회용 부이는 색상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도록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g) 호몰로게이터는 요구될 경우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슬라롬 최종 코스의 정적인 사진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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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9. 트릭(Tricks)
9.01 : 트릭 경기 총칙(General Trick Event Rules)
경기정은 (5.01), 로프는 (5.10), 허용오차는 (6.02)을 참조한다. 트릭 종목에서는 항상 3명이 경
기정 안에 있어야 한다.
9.02 : 트릭 코스 및 패스(Trick Course and Passes)
대략 230m 정도 떨어진 2개의 부이는 각 방향에서 트릭 패스의 대략적인 출발지역을 설정한다
(9.23 참조). 경기정은 선수의 선택에 따라, 입구부이의 어느 쪽으로든 패스하여야 한다. 패스의
종료시점은 20초 시간 격차에 의해 신호되어야 한다.
각 선수는 2회 패스가 허용되며, 1회의 패스중 선수가 요청한 트릭동작을 얼마든지 트릭을 할 수
있다.
9.03 : 경기정 속도(Boat Speed)
선수는 패스마다 코스 속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코스진입 약 50m 전에서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
할 경우, 트릭코스 중의 경기정 속도는 선수가 결정해야 한다.
9.04 : 코스 진입(Entering the Course)
선수는 손잡이를 공중에 던지거나, 코스진입 전에 미리 약속된 신호를 ‘릴리즈 방출요원(Quick
Release Operator)’에게 보냄으로써, 코스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 종목심판 과반수의 찬성에 따
라, 거부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판정되면, 선수는 이 패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선수는
경기정이 돌아오는 즉시, 경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선수의 거부행위가 인정될 경우, 경기정은 규정항로를 반복하여 다시 한 번 그 트릭코스를 향해야
한다.
9.05: 손상된 장비
첫 번째 패스의 출발 도크와 스타트 부이(빨간색) 사이에, 스키 선수가 장비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벤트 심판은 그에게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3분
의 시간을 부여 할 수 있다.
9.06 : 낙수의 경우(If a Skier Falls)
a) 첫 번째 패스를 완료하기 전에 낙수한 경우, 첫 번째 패스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경기정은 선
수를 픽업하여 두 번째 패스 위치로 간다.
b) 첫 번째 패스를 마치고 두 번째 패스 전에 낙수했을 경우에도, 그 경기를 계속할 권리를 상실
한다.
종목심판 과반수가, 선수가 20초 패스 후에 고의적으로 낙수한 것으로 결정하면, 그 선수는 해
당 경기전(Round)을 계속할 권리를 상실한다.
수석심판은 특정 부문 또는 부문에 대해, 코스 진입 전 코스의 배치 상황 또는 구성(급회전
등)의 영향을 받아 넘어진 경우 낙수가 아닌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경기 시작 전에 결
정되어야 한다.
9.07 : 패스시간 측정 시기(Timing for the Trick Pass will Start)
a) 선수가 도크 요원에게 포지션 트릭동작을 공표하지 않는 한, 패스 출발시점에서 포지셔닝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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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은 반드시 입구 부이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b) 입구 타이밍 부이 전에 완료된 어떤 트릭동작이든지 경기코스 외 트릭에서 포지션(position) 동
작으로 다뤄져야 한다.
c) 선수가 도크 요원에게 포지션 트릭동작을 공표하지 않는 한, 입구 타이밍 부이 후에 완료된 어
떤 트릭동작이든지 코스 내 트릭동작으로 다뤄져야 한다.
d) 입구 타이밍 부이의 적당한 위치를 지난 후에, 트릭 패스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여야 한
다.
1) 수면 트릭동작(surface trick)에 대하여, 진행방향(혹은 포지션)에서 처음으로 식별 가능한
스키 선회시 또는 공표된 포지션 회전을 수행한 후에 진행방향(tracking direction)으로부터
스키의 첫 식별가능한 선회시.
2) 웨이크 트릭동작(wake tric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초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
i. 선수가 웨이크에 접근할 때, 진행방향(혹은 포지션)으로부터 첫 식별가능한 스키 선회시
또는 선수가 공표된 포지션 회전 수행 후에 웨이크에 접근할 때, 진행방향(혹은 포지션)
으로부터 스키의 첫 식별가능한 선회시.
ii. 주도하는 발의 바인딩이 부착된 스키가 수면을 떠나서 더 이상 선수의 체중을 받쳐주지
못할 때, 혹은
iii. 주도하는 발의 바인딩이 웨이크 능선을 가로지를 때
e) 입구 게이트 부이들 이후에 15m 내에서 선수의 패스를 시작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선수
가 늦게 시작함으로서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재시도는 부여되지 않는다.
9.08 : 패스 종료 시기(The Trick Pass Shall End)
a) 패스시작 20초 후에 짧고 큰 경적을 울리는 기기로 신호할 때 종료된다. 20초 구간은 자동장
비(Automatic Devices)로 계측되어 표시되어야 한다(6.03 참조).
b) 코스 진행 중 선수가 낙수하였을 때 종료된다.
9.09 : 트릭 절차(Proceeding Through the Trick Passes)
경기정은 경기 중에 심판이 정한 규정항로 즉, 각 패스 전에 준비시간을 포함한 경기정 항로를 될
수 있는 한 준수해야 한다. 2차 패스는 1차 시도와 반대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선수는 벗겨
진 스키를 잡기 위해 되돌아 갈 수 없다.
선수가 첫 패스 중에 혹은 그 패스 종료 시에 낙수한 경우, 그 선수는 2번째 패스를 위해 경기정
이 올 때까지 최대 45초(준비완료)간의 시간을 받게 된다.
선수가 첫 패스 중에 혹은 그 패스 종료시에 낙수하지 않은 경우, 그는 경기정에 요구하여 최대
45초까지 패스와 패스 사이에 정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설정 시간).
경기장의 레이아웃(layout)이나 혹은 코스 구성상태에 따라, 수석심판의 책임 하에 출발 준비 시간
혹은 정지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보트가 선수에게 도착할 때 시간 측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각각의 경우, 선수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나 반드시 물속에서 그 시간 내
에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두 번째 패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첫 패스에 대하여 출발도크와 게이트 부이들 사이에 선수가 그의 장비가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우, 종목심판은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3분을 부여하여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선수가, 규칙9.04 조항에 따라 코스 진입을 거부하여 경기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재시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낙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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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경기정 속도설정(The skier shall set the speed)
선수는 경기정 드라이버에게 패스마다 그가 요구하는 속도를 말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코스에 들어가기 50m 전까지의 준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50m 지점 이후에 (그 시기 동안 어떤 시간이든 포함하여) 속도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되
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여 부정확한 속도에 대한 재시도 요청권 없이 주어진 속도를
수락하여야 한다.
선수는 반드시 출발 전에 요청하는 속도 설정을 정해야 한다. 속도설정이 잘못된 경우, 그것은 선
수가 계속해서 속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재시도 사유에 해당한다.
9.11 : 심판과의 대화(Communication with the Judges)
트릭 경기에서 선수 또는 그 외 사람들은 패스 간에 첫 패스에서 시행된 트릭점수 채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과 대화하지 못한다.
9.12 : 경기임원(Officials)
경기정 영상으로부터 트릭을 채점하는 심판은 3명 혹은 5명이 있어야 한다. 심판들은 트릭심판이
어야 한다. 심판 위치에서 즉각적인 비디오 검토가 이용될 수 있다면 3명의 심판진을 운용할 수
있다. 변형으로, 3명씩 2조의 심판진을 운용할 수 있다. 이때, 한 조에 한 패스씩 운용할 수 있다.
트릭동작을 판정하기 위해 선임된 심판들은 종목심판이 된다. 즉각적인 비디오 검토는 심판이 작
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심판 수에 관계없이) 패스에 대한 영상을 정상 속도로 즉시 한 번
다시 보기 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그런 다음 채점지가 제출된 후 기존 규칙에 의거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토 분류를 수행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5명의 심판진을 운용한다. 월드컵대회 및 프로경기에서는, 원할 경우 3명의 심
판진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메이저 토너먼트는 5명의 심판이 사용되는 것이 권장된다.
영상 판정 때문에 패스 간에 선수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전 선수의 영상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다음 선수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패스 간에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심판마다 트릭동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은 선수가 시도한 트릭동
작마다 리스트에 기록하고

각 트릭동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선수가 해당 규칙에 규정된 트릭동작을 맞게 트릭하였는지.
b) 트릭동작이 패스 초기에 시작되었는지 혹은 패스 종료 전에 종결되었는지.
승선심판은 승선하여 경기정의 속도를 확인하고 항로를 검토 할 수 있다. TV 혹은 영상 카메라가
경기정에서 작동되는 경기에서 수석심판은 보트 드라이버를 승선심판으로 드라이버를 지명할 수
있다. 승선심판이 선수가 어떤 사유로든 재시도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경우, 결정을 해야 할 종목
심판들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교신해야 한다.
권고사항 :
타이틀 혹은 기록경기(Titled and Record Capability events) 동안, 심판들은 완벽하게 독자적인
견해를 보장받기 위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각 심판은 스크린이나 장벽을 쳐서 별도로
분리 조치되어야 한다.
9.13 : 방출-로프 릴리스(Release-Rope Release)
선수가 지정한 사람은 경기정에 탑승하여 선수가 제공한 릴리즈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데, 이 경
우에 해당 선수는 릴리즈 요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단, 최소 3명의 선수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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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리스트 돼 있어야 하며 도크 출발 요원에게 릴리즈 요원을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해야 한다.
이 릴리즈 요원은 선수 장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지연사항이 선
수에게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선수가 제공한 릴리즈 방출원이 육성이나 몸을 이용해 드라이버
혹은 승선심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 선수는 실격된다.
선수는 이 장비의 방출 및 고장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조기방출
및 우발적인 방출로 인한 어떤 재시도 요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견인봉 주위에 감겨져 있어 릴리즈맨이 잡고 있는 로프는 로프 방출기로 사용될 수 있다. 견인봉
에 달려 있는 안쪽으로부터 로프 길이는 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안전상의 사유로 이 로프는
매듭을 지으면 안된다. (단 견인봉에 묶는 매듭은 예외이다)
선수가 주행을 시작하면, 입구 타이밍 부이(빨간색 부표)의 대략적인 위치를 통과한 후, 줄을 풀어
주는 사람은 줄의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추가 길이를 허용하기 위해 로프를 조정하거나 이동
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대회 주최측이 제공한 릴리즈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수는 이 장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회시 제공된 릴리즈 장비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종목심판들은 재시도를 부여한다.
9.14 : 물탱크-토너먼트에서 제공하는 무게(Ballast tank-Competition Supplied Weight)
a) 선수는 릴리즈맨 양 옆이나 엔진 덮개 뒤쪽으로 양 옆에 대회 시 제공된 20-5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을 둘 수 있다. (이 목적은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경기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b) 물탱크의 경우, 팀 주무들이 어느 보트가 물탱크를 구비하고 사용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
다.
이 기술의 사용은 반드시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어떤 경기들은 물탱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그렇지
않은 경기들도 있다.
각각의 특정 보트 유형의 설정에 관하여 규칙(5.06)을 참고하시오.
9.15 : 패스 시간 측정(Timing the Trick Pass)
기록능력 및 랭킹명단 대회를 위하여 영상 트릭 타이밍은 의무적이다.
20초 패스의 시작과 종료는 영상측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호몰로게이터는 본 경기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새 시간측정기기를 승인할 수 있다.
모든 L, R과 타이틀 경기를 위하여 수석심판은 2개의 영상 시간 측정 심판을 배치해야 한다. 국
제 대회에서 2명의 심판은 가능한 경우 국적이 달라야 한다.
수석심판은 두 번째 영상 측정 심판으로서 이용될 수 있거나 그는 그를 대신에 두 번째 영상 측
정심판을 배치할 수도 있다.
두 영상 측정 심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석심판 혹은 지정된 비디오 검토 심판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한다.
영상 시간 측정 심판들은 영상 트릭 타이머 운영을 운영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그들은 규칙(9.06), (9.0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트릭 패스의 시작과 마지막 트릭동작을 제 시간에
결정한다.
완료된 트릭동작은 바인더 밑의 스키의 일부분이 마지막 프레임 영상에서 수면에 붙어 있을 경우
제 시간에 되었는지 판정해야 한다.
패스의 시작은 반드시 패스의 종료를 알 수 있기 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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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타이머들로서 임명받은 경기임원들은 경기/시리즈 전체 시간 동안 배치되어야 한다.
이상이 있어서 영상 혹은 보조 영상이 캡처되지 않거나 혹은 영상에서 시간 측정을 결정할 수 없
는 경우, 점수 결정이 가능하면 선수는 보호된 점수로 재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점수든 결
정될 수 있을 경우 그 점수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시도는 의무적이다.
하위 호몰로게이션 대회에서는 종목 심판은 시간 측정 임원으로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
은 “시간 내 마지막 트릭”을 결정한다.
9.16 : 트릭 점수(Credit for Tricks)
a) 트릭점수를 인정받기 위하여 선수는 스키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동일한 자세로 복귀하여야 한
다.
b) 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트릭동작 만이 점수로 기록된다.
9.17 : 트릭 종료 때의 트릭동작
a) 패스 종료 전에 종결되지 않은 트릭동작은 점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b) 패스 종료 전에 종결된 트릭동작은 그 동작의 결과로 선수가 결국 낙수하였다면, 더욱이 그 낙
수가 패스 종료 후에 발생하였다면, 점수로 기록되지 않는다.
9.18 : 영상 카메라 사용(Use of the Video Camera)
트릭 경기의 트릭동작은 경기정에서 영상 카메라로 촬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신호를 무
선으로 심판타워에 보내야 하며, 그 취지는 실시간으로 판정하기 위함이다. 보조영상은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사본이 되어야 한다. 규칙9.11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다음의 상황들의 경우, 영상
필름은 종목심판들을 위한 보조도구로만 보여야 한다.
a) 점수계산원(Calculator)이 수행된 트릭동작(들)에 대하여 과반수의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 수석
심판 혹은 수석계산원이 요구한 경우.
b) 점수계산원이 한 트릭동작에 대한 점수기록 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의견일치를 볼 수 없을 때,
수석심판 혹은 수석계산원이 요구한 경우.
c) 수석심판이 예외로 간주한 상황에서 수석심판은 그 영상을 검토하여 정확한 점수로 확정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시기의 장면을 적합한 종목심판들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d) 검토하고 싶은 트릭동작(들)을 심판(들)이 언급할 경우, 심판의 요청(과 수석심판의 승인)에 따
라, 해당 영상물은 트릭의 승인여부를 확정짓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영상은 오로지 정상속도에서만 보여야 한다.
판정절차들은 규칙9.11를 참조하시오.
권고사항 :
스키에 대한 시각은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높이에 있어야 한다. 카메라는 스키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경기정의 창 위쪽 끝보다 더 높이
위치되어야 한다.
9.19 : 트릭동작 리스트(Trick Lists)
경기시작 전에 선수가 시도하게 될 선언된 트릭동작에 대한 리스트는 트릭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에게 요구될 수 있다. 수석심판과 수석계산원은 예선 및 결승전의 트릭동작 리스트가 제출되어야
할 정확한 시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정사항들은 시드나 결승전 한 시간 전까지 허용된다. 트릭
동작 리스트는 트릭동작 점수표(Table of Trick Values)에 제시되어 있는 공식코드를 사용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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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한다. 리버스 터언 (Reverse Turns) 동작들은 공식 코드 앞에 R 문자를 표기하여야 한
다. 각각의 신청된 트릭패스에 있어 리버스를 포함한 어떤 트릭동작이든 그 트릭리스트 어느 위치
에든 한 번 이상 기재가 가능하다.
리스트를 요구하는 의도는 프로 및 상금대회/대형 관람 형태의 대회들을 위하여 점수들이 신속하
게 계산되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스트는 선수가 어떤 트릭동작을 의도하는지 통보
하는 것이다. 리스트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벌칙도 없다.
요구했을 때 트릭동작 리스트를 제출하지 못하는 선수는 트릭 종목에서 실격된다. 결승전에서는
선수가 원하는 트릭동작종목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리스트는 수석심판의 재량
으로 임원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9.20 : 채점(Scoring)
채점자들은 채점표(Tabulations)를 받아 채점표가 불일치한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들의
개별 채점표들을 가지고 과반수 찬성에 의거하여 채점되어야 할 트릭동작을 결정한다.
a) 어떤 트릭동작이 수행되었는지;
b) 점수가 부여된 트린동작인지
c) 규칙(9.14)의 마지막 문단, “시간 내 마지막 동작”이 적용되었는지
채점될 수 있는 시퀀스(Sequence)가 한 개 이상일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시퀀스가 사용되어
야 한다.
어느 트릭동작이든 베이직(basic)과 리버스(reverse) 동작을 채점하기 위해서는 그 동작들이 반드
시 동일한 패스 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플립동작은 최대 6개까지 채점된다.
결승출전 자격이 되는 선수들의 종목순위는 결승전 결과에만 근거가 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
는 승자가 된다.
타이틀 경기의 결승전에서 선수의 점수는 다음 선수가 시작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9.21 : 동점(Ties)
각 경기에 대하여 정의된 특정 규칙을 사용하여 동점 시 승부가 결정된다. 특정 규칙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1위 순위에서 동점일 경우, 재경기가 실시된다. 2위 또는 3위 순위에서 동점일 경우, 예선전에
서 높은 점수가 순위를 결정한다. 여전히 동점이면 재경기가 실시된다. 재경기에서 추첨으로
순서 결정이 된다. 각 동점 선수는 승자가 나올 때 까지 트릭 코스 패스를 1회씩 허용된다.
b) 1위 순위에서 동점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재경기의 선수 인원만큼 모든 순위가 결정된다. 이때
예선전 점수가 사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2위 및 3위 순위 동점자
가 2명 이상일 경우 예선 점수가 사용된다.

9.22 : 트릭 동작 구분설명 및 트릭점수(Trick Descriptions and Values)
a) 트릭 동작의 정의(Definition of a Trick)
2번의 머뭇거림(hesitations)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활동(activities)이든 하나의 트릭이다. 점수
는 오직 1개의 트릭동작과 연관된 역동작의 경기력에 대하여 인정되며, 혹 있는 경우, 투 스키
로 1개의 트릭동작과 그와 연관된 역동작, 어떤 경우에든, 트릭동작표에 있는 번호 하에 원 스
키로 경기할 때 인정된다. 본 규칙이 위반될 경우, 가장 높게 채점하고 있는 반복된 트릭동작
의 시퀀스(sequence)만 채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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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스키의 어느 쪽이 앞 쪽이 되는 지가 불분명할 경우(바인딩 위치나 각도 때문에), 앞쪽이
스키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경기임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선수들이 도울 수
있도록 선수의 앞다리에 표시물(띠나 리본)을 착용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다.
b) 예비회전 동작의 정의(Definition of a Pre-turn)
예비회전 동작은, 푸쉬/팝 동작이 선회 동작 시작 후에 이뤄지는 플랫스키(flat ski)를 완성하는
것이다. 예비회전 웨이크 동작은 0점으로 채점된다.
c) 사이드 슬라이드 동작(Side Slides)
모든 사이드 슬라이드 동작(hand held and toe)에는 스키 자세에서 90° 회전하고 원래 방향으
로 스키 자세로 복귀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이드 슬라이드가 점수 부여 가능한 트릭동작이 되
기 위하여 선수는 트릭동작을 개시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동작이 있고, 어느 한 방향으로 90°
회전하고 멈추고 시작 위치로 복귀하여 멈춰야 한다. 역 동작을 수행하려면, 선수는 반드시 반
대방향으로 90° 회전하고 멈추고 시작 위치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머뭇거리는 동작이 있어
야 한다.
d) 웨이크 회전 동작(Wake Tricks)
공중에서와 웨이크 능선을 건너며 수행되지 않는 웨이크 회전 동작(Wake turn)은 O점으로 채
점된다. 이것은 수면 회전 동작(Water turn)으로 채점되지 않는다.
스키는 웨이크를 향해 엣지를 걸고 난 다음에 푸쉬/팝 동작(Push/pop)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선회 동작(Body rotation)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푸쉬/팝 동작과 선회 동작이 동시에 이뤄진다.
그 선회 동작은 푸쉬/팝 동작 전에 이뤄질 수 없다.
선회 트릭동안 스키 머리(tip) 부분이 비의도적으로 물을 건드리는 것은 540도 이상의 선회동
작들을 포함하는 트릭동작에서 인정될 수 있다.
스키/다리가 라인 위로 지나가지 않는 모든 웨이크 라인 트릭(WL, SL, TWL) 동작은 이 웨이
크 트릭동작들의 기준에 충족될 경우 웨이크 트릭동작들로 채점될 수 있다.
e) 스탭오버 라인 동작(Stepover Line Tricks)
스탭오버 라인 동작군(수면 및 웨이크)은 놀리고 있는 발이 스키나 물을 건드리거나 리프트 된
스키가 다음 동작 전이나 패스 종료 전에 회전한 다음 물을 건드릴 때에야 비로소 완벽하다.
선수는, 그가 회전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의 다리나 들린(lifted) 다리를 로프, 손잡
이, 혹은 어느 한 팔 위에 혹은 건너편에 놓을 수 없다. 스탭오버 회전(Stepover and turn) 동
작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포워드 백 스탭오버 회전 동작(FB stepover turn)이 종결되고 나서 바로, 선수는 손잡이를 파
지한 상태로 그의 최소 한 팔을 두 다리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웨이크 스탭오버 360° 동작(Wake stepover 360°)은 웨이크 스탭오버 180° 동작(180° wake
stepover)과 180° 웨이크 동작(180° wake)을 연결하는 동작으로 구성되는데, 어느 시도(order)
든지, 모두 공중에서, 웨이크를 떠나 어느 이어지는 회전동작 속에서 이루어진다.
웨이크 스탭오버 540°(Wake stepover 540°)는 웨이크 스탭오버 180° 동작(180° wake
stepover)과 웨이크 360° 동작(360° wake)으로 연결하여 구성하며 어느 시도든지 모두 이어지
는 어떤 한 회전동작에서 웨이크를 떠나 공중에서 이뤄진다.
웨이크 더블 스탭오버 540° 동작(Wake Double Stepover 540°)은 180° 웨이크 스탭오버 동작
(180° wake stepover)과 360° 웨이크 스탭오버(Wake stepover 360°)를 연결하는 동작으로 구
성하며, 어느 시도든지, 모두 이어지는 어느 한 회전 동작 속에서 웨이크를 떠나 공중에서 이
뤄진다.
프런트 투 프런트 동작(FF), 백 투 백 동작(BB), 프런트 투 백 동작(FB), 혹은 백 투 프런트
(BF) 어느 하나의 이러한 트릭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선수는, 반드시 어떤 백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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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Back position)로 있을 때 견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한 팔은 두 다리 사
이에 확보해야 한다.
스탭오버 동작(Stepover)의 경기규칙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180° 또는 360°도 수면 회전 동작
(Surface turn)의 경기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스탭오버 회전 동작(Stepover turn)은 0점으로 채
점된다.
토우홀드 스탭오버 동작군(Toehold Stepover Tricks)은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견인 발(towing
foot)은, 스텝오버와 회전 연결 동작 이후 로프를 걸고 있는 발이나 스키가 물을 먼저 건드리
는 것을 제외하고, 회전하는 동안 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f) 스키라인 동작(Ski Line Tricks)
스키라인 동작군(Ski line tricks)에서, 두 발은 반드시 스키에 붙어 있어야 하며, 체공 중에 로
프 위로 넘어가야 한다. 두 발은 회전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의 어느 시점에든지 로프를 넘어갈
수 있다. 로프는 반드시 회전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물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경기정과
가까운 스키 꼬리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g) 플립 동작(Flips)
웨이크 플립 동작(Wake flip)에 대한 점수를 받으려면, 두 발이 머리 보다 높이 있어야 하고,
몸은 트릭수행 중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동일한 수직면(vertical plane)으로 되어야 한다.
프런트 웨이크 플립 동작(Front wake flip)은 웨이크를 떠나 공중에서 전방으로 몸을 회전하여
공중제비돌기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 동작에서 스키의 꼬리 부분(tail)은 머리가 밑 전방으로
향할 때 머리 위 수평으로 지나간다. 선회동작은 틀림없이 진행방향이고 로프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 두 발은 반드시 머리 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몸은 트릭을 수행하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대략적으로 동일한 수직면을 이뤄야 한다. 이 규칙은 프런트 플립 동작들과 그 가지동작들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FFLF, FFLB, FFLBB등)
시범 트릭(example tricks)(#54, #55)을 위해 몸을 선회하는(Body rotation) 웨이크 플립 동작
군(Wake Flips)의 경우, 몸 회전은 반드시 플립동작 전후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BFLB 동작과 BFLF 동작은 규칙(9.18)에 참조되는 공표된 트릭동작의 목적을 위하여 혹은
(9.21h)에 기술된 리버스 턴 동작들을 위하여 이 둘 중 어느 한가지를 위하여 180도 턴 동작
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추가로, 웨이크 플립 백 프런트 백 동작(WFLIPBFB)에 대하여, 그 역동
작은 반드시 그 반대방향의 랩(wrap) 동작으로 착수하거나 혹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한
다. 또한, 특별히 웨이크 플립 백 라인 백 동작(WFLIPBLB)에 대하여, 이 트릭동작의 스탭오버
동작(Stepover) 부분은 반드시 플립 동작(Flip)과 몸 선회 동작(Body rotation)이 동시에 이뤄
져야 한다.
웨이크 플립 백 540도 프런트 동작(BFL5F)과 웨이크 플립 백 540도 백 동작(BFL5B)은 반드
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방식(hand-to-hand)으로 이뤄져야 한다. 로프는 회전을 돕기 위하
여 몸 주위로 감을 수 없다. 이것은 그 로프가 몸 주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단순 백 포지션
랩 동작(Simple back position wrap)을 제한하지(prohibit) 않는다.
h) 역동작(ReverseTricks)
채점이 되려면, 역동작은 반드시 동일 패스에서 기본 회전 동작이 이뤄진 다음에 따라온다. 그
러나 180° 회전 동작군(180° Turn)은 2번의 기본 회전 동작 사이에 허용된다. 역동작은 단순히
시도는 되었으나 점수를 받지 못한 트릭동작 다음에 수행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기본 동작
이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불허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시퀀스들은 동일한 패스에서 허용된
다.

- 53 -

S, RSnc, RScredit

이것은 1번 트릭동작에만 관련 있다.

TS, RTSnc, RTScredit

이것은 2번 트릭동작에만 관련 있다.

B, F, Rnc, Rcredit, Rcredit

이것은 3번과 4번 트릭동작에만 관련 있다

TB, TF, Rnc, Rnc, Rcredit, Rcredit

이것은 8번과 9번 트릭동작에만 관련 있다.

12번 이하의 트릭동작의 역동작들은 540°에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540° 혹은 720° 동작 다
음에 트릭할 수 있다.
원 스키 및 투 스키에서 27번 및 28번 동작 이하에서는 오직 기본동작 1개와 역동작 1개 만
허용되지만, 그러나 어떤 역동작이든지 기재될 수 있다. 즉, 본 동작(Original)이 WL5, WL5L,
혹은 WL7이라면, 역동작은 위의 WL5, WL5L, 혹은 WL7 중의 어떤 동작의 역동작이든지 될
수 있다.
웨이크 플립 백의 역동작(Reverse BFL)은 반대편 어깨로 유도하면서 본래의 웨이크 플립 백
(BFL) 동작으로부터 반대방향(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후에 즉시
그것을 따라 수행하는 웨이크 플립 백 동작(BFLB)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BFLB에도 똑같이 적
용된다.
리버스 웨이크 플립 프런트 동작(Reverse FFL)은 본래의 WFLIPF 동작과 반대방향(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후 즉시 그것을 따라가는 FFL 동작으로 정의된다.
i) 일단 선수가 토우 스트랩(Toe Strap)에 두 발을 끼워 넣었다면, 트릭 준비자세(Setup) 혹은 회전
출발 중에 스트랩에 넣은 발로 고의적으로 스키를 터치하는 어떤 트릭동작이든 채점되지 않는
다.
메달권 밖에 있는 선수들이 결승에서 동점을 기록할 경우 동순위로 기록된다.
9.23 : 트릭 점수표(Trick Value Chart)
코드
S
TS
B
F
O
BB
5B
5F
7F
7B
LB
LF
TB
TF
TO
TBB
T5B
T7F
T5F

수상 회전 동작(Surface Turns)
용어설명
Side Slide
Toehold side slide
180 F-B
B-F
360 F-F
B-B
540 F-B
B-F
720 F-F
B-B
180 F-B Stepover
B-F Stepover
180 F-B Toehold
B-F Toehold
360 F-F Toehold
B-B Toehold
540 F-B Toehold
720 F-F Toehold
540 B-F Toehold

코드

웨이크 회전 동작(Wake Turns)
용어설명

13

투스키
BAS
REV
20
20
30
30
30
30
40
40
40
40
50
50
50
50
60
60
60
60
70
70
70
70
-

원스키
BAS
REV
40
40
130
130
60
60
60
60
90
90
90
90
110
110
110
110
130
130
130
130
110
11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350
350
450
350
-

번호

투스키
BAS
REV

원스키
BAS
REV

번호
1
2
3
4
5a
5b
5c
5d
5e
5f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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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WF
WO
WBB
W5B
W5F
W7F
W7B
W9B
W9F
WLB
WLF
WLO
WLBB
WL5B
WL5LB
WL7F
WL9B
WL5F
WL5LF
WL7B
WL9F
TWB
TWF
TWO
TWBB
TW5B
TW5F
TW7F
TW7B
TWLB
TWLF
TWLO
TWLBB
TWL5B
TWL5F
TWL7F
FFL/WFLIPF
BFL/WFLIPB
SLB
SLF
SLO
SLBB
SL5B
SL5F
SL7B
SL7F
DBFL/WDFLIPB
BFLO/WFLIPBFT
BFLBB/WFLIPBBBT
BFLB/WFLIPBFB
BFLF/WFLIPBFB
BFLLB/WFLIPBLB
BFL5F/WFLIPB5F*
BFL5B/WFLIPB5B*
FFLB/WFLIPFB

180
360
540
720
900
180
360
540
720
900
540
720
900
180
360
540
720
180
360
540
720

360
540
720
720

F-B
B-F
F-F
B-B
F-B
B-F
F-F
B-B
F-B
B-F
F-B Stepover
B-F Stepover
F-F Stepover
B-B Stepover
F-B Stepover
F-B Double Stepover
F-F Stepover
F-B Stepover
B-F Stepover
B-F Double Stepover
B-B Stepover
B-F Stepover
F-B Toehold
B-F Toehold
F-F Toehold
B-B Toehold
F-B Toehold
B-F Toehold
F-F Toehold
B-B Toehold
F-B Toehold Stepover
B-F Toehold Stepover
F-F Toehold Stepover
B-B Toehold Stepover
F-B Toehold Stepover
B-F Toehold Stepover
F-F Toehold Stepover
Forward Somersault
Backward Somersault
F-B Ski Line
B-F Ski Line
F-F Ski Line
B-B Ski Line
F-B Ski Line
B-F Ski Line
B-B Ski Line
F-F Ski Line
Wake Double Flip
Wake Flip Full Twist
Flip Full Twist BB
Wake Flip Half Twist B
Wake Flip Half Twist F
Wake Flip Twist Line Back
Wake Flip 5F
Wake Flip 5B
Forward
Somersault
with
180 Back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a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2a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6
55
57
58
59
60

50
50
110
110
310
310
800
480
850
850
110
110
200
200
300
700
800
300
550
800
-

50
50
110
110
310
310
800
480
850
850
110
110
200
200
300
700
800
300
550
800
-

800
500
1000
800
800
750
800
-

800
500
750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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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23
24
25
26
27
27a
27b
28

80
80
150
150
310
310
800
480
850
850
160
160
260
260
420
500
700
800
420
500
550
800
150
150
300
330
500
500
650
650
320
380
480
480
600
700
800
800
500
350
400
400
450
550
550
750
800
1000
800
800
750
550
800
850
900

80
80
150
150
310
310
800
480
850
850
260
260
420
500
700
800
420
500
550
800
150
150
300
330
500
650
480
480
600
800
500
350
400
400
450
550
550
750
800
800
800
750
550
800
850
90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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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F
FFLBB
FFL5F

180 Front and a Forward
Somersault
Forward
Somersault

with

360 B-B
Forward

with

Somersault

540 B-F

62

850

850

63

900

900

64

950

950

* 웨이크 플립 백 540도 프런트 동작(BFL5F)과 웨이크 플립 백 540도 백 동작(BFL5B)은 반드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방식(hand-to-hand)으로 이뤄져야 한다. 로프는 회전을 돕기 위하여 몸
주위로 감을 수 없다. 이것은 그 로프가 몸 주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단순 백 포지션 랩 동작
(Simple back position wrap)을 제한하지(prohibit) 않는다.
다음의 대체용어는 공표된 트릭 시기(run)에서 허용된다.
a) 역회전 동작(Reverse Turn)은 ‘R’ 문자로만 표시될 수 있다.
b) SS 용어는 트릭동작 1, 2번의 S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c) OB 용어는 이 용어가 보통 사용되는 모든 트릭동작에서 BB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5, 11,
17, 26, 32, 40, 48번 동작).
d) T5B 용어는 T7F 직후에 수행할 때 RT5B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 역회전 동작군을 위하여 R은 트릭동작 코드 앞뒤에 표시할 수 있다.
f) 다음의 변경은 허용된다.
2번 동작 TS 혹은 RTS에 대하여 WTS로 허용될 수 있다.
12번 동작 T7F에 대하여 T7으로 허용될 수 있다.
5, 11, 17, 26, 32, 40, 51 동작 BB에 대하여 OB 혹은 OBB로 허용될 수 있다.
21, 36, 54번 동작(T7B, TW7B, SL7B)의 B에 대하여 BB로 허용될 수 있다.
43-47의 FLIP에 대하여 FLP, FL 또는 FP로 허용될 수 있다.
낱글자의 어떤 치환이든(WTB/WTF 및 WBflip) 허용될 수 있다.
특별하게 언급한 이런 변경 사항들과 변화들 이외에도, 선수가 직접 써서 제출한 리스트와는 반대
로 실제 트릭했던 것에 대하여, 제출한 리스트를 계산원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더욱 유의해
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선수에게 그의 시도가 무엇인지 기재하지 않은 것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트릭동작을 잘못 기재하여 선수에게 예기치 못한 동작 코드의 변화들에 부당한 제재를 가
하지 않고, 허용하는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9.24 : 공식 트릭 코스 시설도(Official Tricks Course)
다음 그림은 선택용 회전 부이(Turn Buoy) 및 공식트릭코스의 배치도이다. 선택용 부이들을 사용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안전을 위해, 어떤 단단한 장애물(점프대, 도크)도 대략 20m 내에 있지
않도록 권고된다. 대략 10m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부이들은 제거되거나 혹은 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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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 색깔은 다음과 같다.
입구 타이밍 부이 : 적색

50m 부이 : 녹색

9.25 : 호몰로게이션 지침 – 트릭(Homologation Guidelines – Tricks)
최소 0.1초 해상도가 화면에 표시되는 시계를 갖추고 있는 영상이 권장된다.
비디오 파일은 규칙23.12대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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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0 – 점프(Jump)
경기정에 대하여 규칙5.01참조, 로프에 대하여 규칙5.09와 5.11을 참조한다.
10.01 : 총칙(General Jump Event Conditions)
선수는 예선 및 결승 경기에서 시작 시간부터 점프 또는 패스 또는 낙수 3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선수가 선택하는 점프대 높이에 관계없이 점프 거리만 고려된다.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는 수석심판이 정한 시한까지 결승전을 위하여 그가 선택한 점프대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각 높이에서 점프하는 선수들은 함께 제비뽑기를 하며, 예선 및 결승에서 더 높은 점프대를 발판
으로 도약하는 선수들보다 먼저 경기한다.
낙수 요인이 점프인 경우, 선수는 다음 패스를 계속 한다.
10.02 : 점프대 사양(Description of the Jump Ramp)
점프대(Jump Ramp)는 우측에 점프지지대(Apron)가 붙어 있는 경사진 면(inclined plane)이어야
한다. 점프대는 다음의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너비는 반드시 3.70m∼4.30m여야 하며, 4.20m∼4.25m이 권장된다.
b) 수면 사방에서의 길이
수면으로부터 길이
점프대 비율

최소

최대

권장사항

최대 높이

0.215

6.50m

7.00m

6.8m-6.90m

1.505

0.235

6.50m

7.00m

6.8m-6.90m

1.645

0.255

6.50m

7.00m

6.8m-6.90m

1.785

0.266

6.75m

7.00m

6.85m-6.95m

1.860

c) 수중으로의 길이 : 안전상의 사유로 하여 수심으로의 길이는 반드시 최소 50cm가 되어야 한다.
d) 수면으로부터의 점프대 길이에 대한 도약면(Take Off Edge)에서의 점프대 높이의 비율
남자/소년부문 :
- 0.21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505까지 한정된다.
- 0.23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645까지 한정된다.
14세 이하 부문의 높이는 1.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0.25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785까지 한정된다.
17세 이하: 6.85에서 권장 높이는 1.75.
권장하는 최대 길이는 6.90 – 권장하는 최대 높이 1.76
- 0.266+/-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860까지 한정된다.(권장 높이와 관련하여 규칙 25번을
참고해주세요.)
여자/소녀부문 :
- 0.21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505까지 한정된다.
- 0.23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645까지 한정된다.
14세 이하 부문의 높이는 1.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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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5+0.003/-0.005

램프의 최대 높이는 1.785까지 한정된다.

21세 이하/오픈: 6.85에서 권장 높이는 1.75.
권장하는 최대 길이는 6.90 – 권장하는 최대 높이 1.76
이 비율들은 점프대의 양쪽 면들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점프대 두개의 모서리들에서 도약면
(Take Off Edge)의 점프대 높이는 2.5cm 이하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점프대 설정은 반드시 그래프로 나타난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그림12 점프대 설정도(RAMP
SETTING CHART) 참조).
e) 점프선수들은 d)항에서 언급한 비율 중 자신이 선택한 비율을 공식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IWWF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 지역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과 개최자 앞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f) 표면은 평면이어야 하며 최대 평면 오차가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
물이 없는" 램프 표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최대 오목한 부분의 편차는 램프 상단 가장자리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오목 편차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힌지가 표면에 닿거나
주 지지대가 있는 바닥에 작은 볼록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의 의도는 점프대가 밑에서 위
까지 전체적으로 볼록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다.
완전히 편평한 상태에서의 편차는 2회의 측정값들로 확증되어야 한다.
- (점프코스 쪽의) 점프대 상판 오른쪽 아래모퉁이에서부터 왼쪽 윗부분의 모퉁이까지 줄을 팽
팽하게 하여, 상판 표면과 줄 사이의 간격을 최대까지 측정한다.
- 점프대 상판의 밑변 중심에서 윗변 중심까지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상판 표면과 줄 사이의
최대간격을 측정한다.
실제 좋은 방법은 오목과 볼록 측정값들이 그 블록 두께를 측정값에서 빼줌으로 기록될 수 있
도록 줄의 양 끝 아래로 동일한 두께의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간격은 기록해야 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2.5cm를 넘지 못한다.
위의 편차보다 편차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대회에서 사용되기 전에 램프를 보정해야 합니다.
g) 점프대 지지대는 점프대의 전장을 오른편으로 펼쳐주어야 한다. 점프대 지지대는 남자부문 높
이 1.80m로 램프높이가 맞춰졌을 때, 반드시 수면 아래 최소 깊이가 20cm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점프대 양쪽 지지대는 지지대, 수면 그리고 점프대 표면간의 충분한 구별을 위하여 점

프대 표면의 색깔 및 음영을 달리 해야 한다.
h) 명백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6.50m와 7.00m 길이 표시는 충분히 보이도록 지지대 혹은 점프
대 표면에 위치되어야 한다. 길이 표시가 영구적으로 박혀 있는 기존 점프대도 허용되어야 한
다. 점프가 기존의 표시되어 있는 표시를 넘길 경우 다른 매개변수는 유지한 채 7.00m 길이
표시를 추가할 수 있다. 예) 수중 길이 50cm
i) 모든 점프대의 치수들은 수상 장비의 무게를 포함한 대회 조건들에 맞게 제시돼야 하며, 수상
스키 선수의 체중은 예외이다.
j) 점프대 지지대(Jump Apron)는 수직상태에서 28도∼60도의 각을 갖춰야 하며, 45도가 바람직하다.
k) 모든 점프표면(유리섬유 : Fiberglass)은 붉은 오렌지색(Red-orange)으로 도색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목재로 된 왁스표면(Wax Surfaces)은 자연스러운 색깔을 유지하여야 한다.
10.03 : 코스 진입(Entering the Course)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180m 코스의 출발 부이를 진입하기 전에 핸들을 공중에 던짐으로서 공
식 점프 코스를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벤트 심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유로
거절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일단 점프를 수행하였다면, 그는 180m 부이 앞의
조건 때문에 취해질 수 있는 재시도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잃는다. 선수는 경기정이 돌아오는 즉
시, 경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수가 준비가 안 되었거나, 종목 심판들이 판단하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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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의 점프가 시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10.04 :손상된 장비
만일 어떤 선수가 장비(핀, 바인딩, 스키...) 손상을 통보하면, 종목심판들은 선수에게 손상된 장비
를 수리하거나 교체시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3분의 시간을 부여한다.
10.05 : 점프 속도 및 점프대 높이

점프 경기의 경기정 속도 및 점프대 높이는 다음과 같이 허용된 최대치까지 아래에 나열
된 것 중에서 선수가 선택해야 한다.
최대 점프 속도
소녀

42kph

소년

42kph

소녀

45kph
48kph

10세 이하

14세 이하

소년

소녀
소년
여자
21세 이하 오픈
남자
여자
35세 이상
남자
여자
45세 이상
남자
여자
55세 이상
남자
여자
65세 이상
남자
여자
70세 이상
남자
여자
75세 이상
남자
여자
80세 이상
남자
여자
85세 이상
남자
1.65m에서 점프할 자격이
17세 이하

점프대 높이
1.35m 또는 1.50m
권고 : 1.35m
1.35m 또는 1.50m
권고 : 1.35m
1.35m 또는 1.50m

1.35m 또는 1.50m
권고: 20m까지 45kph
51kph
1.50m
51kph
1.50m 또는 1.65m
54kph
1.50m 또는 1.65m
57kph
1.50m 또는 1.65m 또는 180m
51kph
1.50m
57kph
1.50m 또는 1.65m
51kph
1.50m
54kph
1.50m
51kph
1.50m
51kph
1.50m
48kph
1.50m
51kph
1.50m
45kph
1.50m
51kph
1.50m
45kph
1.50m
48kph
1.50m
45kph
1.50m
48kph
1.50m
45kph
1.50m
45kph
1.50m
되려면, 선수는 반드시 그들의 연맹에 의해 인정받은 호몰로게이트 대

회에서 1.50m 높이로 38m 점수를 달성했어야 한다.
1.80m에서 점프할 자격이 되려면, 선수는 반드시 그들의 연맹에 의해 인정받은 호몰로게이트 대
회에서 1.65m 높이로 48m 점수를 달성했어야 한다.
이 규칙에 요구되는 거리들을 이미 확보한 선수들은 그들의 결과가 당해 연도 혹은 전년도 랭킹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수석심판과 주최자가 동의할 경우 특정 부문 또는 부문에는 램프 높이를 낮추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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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경기정 타이밍 및 재시도 조건(Boat Timing and Re-ride Situations)
경기정은 아래 표에 기재된 허용오차(Tolerances)를 유지하기 위하여 15ST-19ST(52m-제1구간
중간시간)와

15MT-19MT(82m-제1+2구간

전체시간)

부이들

사이와

15MT-19MT와

15ET-19ET(41m-3구간) 부이들 사이에 있는 점프 코스 (Jump Course)에서 시간을 측정한다.
평가를 위하여 RC와 RL 경기들에서 남녀부문의 모든 속도들을 위하여 3구간동안의 시간들을 기
록하여 IWWF에 이 시간들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그 시간들은 반드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토너먼트평의회위원장(tcchairman@iwsf.com) 앞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텍스트 파일형식>
Com.Code;Division;Gender;Speed;Segment1;Segment2;Segment3;PowerFctor;Letter;Distance;S
kierLastName;SkierFirstName;Round;Pass;Class;Boat;EngineSize;Date
예시: 22IWWF01;U17;M;51;3.75;5.75;2.72;17.30;4.0;T;Huisman;Perr;1;3;L;MALXI;60;YYYYMMDD
부문 : 17세 이하, 오픈, 시니어
기록능력, 랭킹명단 및 엘리트 경기들을 위하여, 발표된 3구간 시간들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어
야 한다.
남자 오픈/21세 이하 남자

속도 57kph

60m 이상

여자 오픈/21세 이하 여자

속도 54kph

45m 이상

남자 주니어

속도 51kph

38m 이상

여자 주니어

속도 51kph

38m 이상

이러한 세부사항들 이하의 거리들을 위하여, 제1구간 허용오차 확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1+2’ 및 3구간들은 반드시 적합한 점프 타이밍 재시도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허용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시간들은 100분의 1초까지 기록되어야 한다.
운행시간은 실제시간에 가까워야 되며, 수석심판이 이것을 관찰해야 한다.
선수 글자 혹은 거리 선택을 제어하는 규칙은 또한 이 모드를 적용한다.
선수가 점프대를 거부하거나 점프대에 근접하여 낙수한 경우, 1+2구간을 위한 최대속도 허용오차
(Maximum speed tolerance)는 0.05초씩 증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대속도 허용오차에서 0.05초
를 빼거나, 기록한 시간에 0.05초를 더해줌으로 이뤄진다. 점프대 앞에서 패스하거나 낙수할 때에
는, 제3구간의 시간이 사용되지 않는다.
선수의 선택에서, 속도 제어 모드는 속도제어기가 제3구간에서 기본 속도 설정으로 막 복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RTB 혹은 경기정이 3구간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된 3구간 모드 중
에 어느 하나로 설정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토너먼트 경기임원들은 모든 선수를 위하여 적용되는 일반표를 사용하기 위하
여 결정해야 한다. 한 예는 13세 이하 디비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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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B 모드(기준속도로의 복귀)
1+2구간(82m)
속도
57
54
51
48
45
42
39
36
33
30
27

빠름
5.11
5.39
5.70
6.05
6.45
6.90
7.42
8.02
8.73
9.58
10.62

실속도
5.18
5.47
5.79
6.15
6.56
7.03
7.57
8.20
8.95
9.84
10.93

3구간(41m)
느림
5.25
5.55
5.88
6.25
6.68
7.17
7.73
8.39
9.17
10.11
11.27

빠름
2.36
2.54
2.68
2.84
3.01
3.21
3.43
3.69
3.99
4.34
4.76

실속도
2.59
2.73
2.89
3.08
3.28
3.51
3.78
4.10
4.47
4.92
5.47

느림
2.66
2.81
2.98
3.17
3.39
3.64
3.94
4.28
4.69
5.18
5.79

점프 타이밍 재시도 표
제1+2구간

제3구간

조치사항

OK

OK

없음.

OK

빠름

시기순서상 최고거리일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

OK

느림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느림

OK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느림

빠름

느림

느림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빠름

OK

의무적 재시도

빠름

느림

의무적 재시도

빠름

빠름

의무적 재시도

최고거리일 경우 의무적 재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점수 보호 상
태로 선택적 재시도

전반적으로, 시간이 아주 빠른 경우, 선수의 재시도는 의무적이다.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빠르지
는 않으나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지 아주 느린 경우에는 선수의 재시도는 선택적이다. 점프대 앞에
서 낙수 또는 패스에 대하여 제3구간 시간은 사용되지 않는다. 모든 상황들은 위의 타이밍 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만일 1+2구간 혹은 3구간이 성공적인 점프시도 시에 빠르나 그러나 그 기록된 거리가 선수가 시
도하는 라운드에서 이전 혹은 이후 점프시도보다 적게 날아가는 경우, 재시도는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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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간 모드(Three Segment Mode)

보트 타이밍
제1구간

제1+2구간

3구간

속도
빠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빠름

실속도

느림

57

3.25

3.37

5.11

5.18

5.25

2.36

2.40

2.46

54

3.43

3.56

5.39

5.47

5.55

2.54

2.59

2.66

51

3.63

3.78

5.70

5.79

5.88

2.68

2.73

2.81

48

3.86

3.98

6.05

6.15

6.25

2.84

2.89

2.98

45

4.11

4.25

6.45

6.56

6.68

3.01

3.08

3.17

속도가 부문 최대 이하일 경우, 제3구간은 사용되지 않는다. 단 그것은 해당 경기부문을 위한 최
대속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것이 발생할 경우 속도조절이 의도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제조업체와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유의해 주십시오).
부문 최고속도에서 점프 타이밍 재시도 표
제1구간
OK
-

제1+2구간
OK
느림

제3구간
OK
-

느림

빠름

-

OK/빠름

빠름

-

빠름

OK

느림/OK

느림

OK

OK/빠름

느림
빠름

OK
OK

느림
빠름

OK

OK

빠름

OK

OK

느림

조치사항
없음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점수증가 불허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점수증가 불허
선택적 재시도 점수보호 불가
선택적 재시도 점수보호 불가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

점수보호
불가
예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상황을 매치하는 위의 첫 열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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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최고 이하 속도에서 점프 타이밍 재시도 표
제1구간

제1+2구간

제3구간

조치사항

OK

OK

최고속도에서 빠르지
않음

없음.

한 구간이 최고속도에서 빠르고 모든 구간이
느리지 않음.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

한 구간이 최고속도에서 빠르고 최소 한 구간이
느림.

시기순서상 최고의 거리인 경우에만
의무적 재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점수보호된 상태로 선택적 재시도.

어떤 구간도 최고속도에서 빠르지 않고 1구간
혹은 2구간에서 요구속도에서 느리거나 빠름.

선택적 재시도(점수보호)

제3구간이 빠르기 때문에 재시도가 여러 번 적용될 경우 그 재시도들은 최장거리를 우선적으로
하여 해결될 것이다.
10.07 : 낙수 결과(Fall After a Jump)
점프 후 낙수의 경우, 경기정이 선수를 다시 견인하기 위하여 돌아온 후 (장비수리 포함) 3분 이
내에 해당 선수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해당 경기전(Round)에서 더 이상의 경기를 할 수
없다. 만일 그 선수가 3분 이내에 준비되어 있으나 승선심판이 경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
단할 경우, 그는 안전관에게 그 선수를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시계는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한지 안전관이 결정할 때까지 중지된다.
10.08 : 점프 시도 중지(Officials Stopping a Jump)
드라이버 혹은 승선심판/임원이 위험스러운 수면 조건들, 타 경기정의 방해 혹은 기타 이유들 때
문에 위험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 점프시도는 기록돼서는 안 되며, 이때 드라이버 혹은 승선심판은
그의 손을 들고서 경기정이 점프대를 패스하기 전에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줄여 준다.
10.09 : 점프 점수 채점(Scoring of a Jump)
점프는 선수가 점프대 위를 지나서 수면에 착수하여 낙수 없이 스키 자세로 팽팽한 로프로 진행
하여 나아갈 때 점수로 채점된다. 선수가 점프의 결과로 낙수할 경우, 그 시도는 잃게 된다. 선수
가 공중에서 핸들 이외의 다른 로프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건드릴 경우, 점프 점수는 인정받지 못
한다. 각 라운드에서 가장 긴 점프가 채점되는 유일한 점프이다. 점프 거리는 10cm보다 미세하게
채점될 수 없다.
10.10 : 낙수 결과(The Result of a Skier Falling)
선수가 낙수하는 경우에 점프기록 횟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점프 코스 혹은 재시도 경기를 통해 싱
글 패스(Single Pass)에서 1회 이상의 낙수가 발생할 경우, 낙수 때마다 점프기록이 기록되어야 한
다.
경기정 웨이크를 커트동작(Cut)으로 지나서 점프대까지 도착한 후에 점프 선수가 경기정 항로와
점프대 사이로 지날 경우, 로프 유무에 관계없이 한 경기전(Round)에서 더 이상의 점프시도 기회
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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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경기정 항로(Boat Path)
항로 정의 : “스플릿(SPLIT)”은 기본적으로 15미터와 19미터 타이밍 부이(17미터 라인) 사이의
중간선상이 된다.
정의 : 스플릿 기본값(Split Default)
+/-1 0.3미터/1ft
+/-2 0.6미터/2ft
+/-3 0.9미터/3ft
스키어 옵션은 폭이 넓은 경우 +1, +2, +3 혹은 폭이 좁은 경우 –1,-2,-3인 스플릿(Split)이 될
것이다. 점프 선수는 점프대를 통과하는 거리와 속도를 경기정 드라이버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
정은 점프대 우측에서 지정된 거리에서 점프 코스를 통과하는 직선 항로를 따라야 한다.
최종 코스 카메라
점프코스 중심선상의 비디오는 세계, 지역 그리고 엘리트 경기들을 위하여 요구되지만, 다른 경기
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최종 코스 영상은 모든 경기의 패스를 위하여 녹화되어야 한다. 완고히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는 점프 코스의 중심선상 지점에서 작동되어야 하고(권고 : 경기정이 코스
진입하는 것을 마주보게) 모든 경기정 가이드가 보이도록 명확한 초점으로 설정하고 화면 전체 폭
의 최소 1/6을 차지하는 ST 부이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광학(디지털이 아님) 확대를
하여 장착한다.
경기정 위치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측정된다.
ST 부이에서, ST 부이 41m 이후에서, MT 부이에서, ET 부이에서, 그리고 EC 부이에서.
경기정의 견인봉이 각 측정 지점의 대략적인 위치에서 요청된 경기정 항로에서 40cm 이상 벗어
나는 경우 선택적 재시도를 부여해야 한다. 승인된 경기정 항로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결정은 시스템이 제공한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승인된 경기정 항로 측정 시스템(이 경우 필요한
장비가 경기정에 설치되어야 함)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정의 중심 및 최대 편차 라인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40cm가 표시된 경기정 윈드실드에 가시적이 표시나 수직 기둥을 배치하는
등). 경기정 항로 편차가 최종 코스 비디오에 끈이나 줄로 배치하여 결정되는 경우, 최종 코스 카
메라는 끈이나 줄이 출발 및 최종 게이트 중앙에 오도록 정확하게 직선에 있어야 한다. 최종 코스
심판과 수석심판(또는 수석심판 지명자)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경기정 항로 편차에 대한 재시도가
부여된다. 누적 편차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경기정 항로 편차에 대하여 재시도를 할 경우 원래 점수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해 RTK-GPS 보트 경로 모니터링을 사용해야 한다.
10.12 : 경기임원(Officials)
점프종목 심판은 3명으로 2명은 육지에 위치하고, 나머지 1명은 경기정에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2명의 육상심판들은 그들이 점프 경기 코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면, 또
한 측정 심판들로 활동할 수 있다. 경기정에는 2명 내지 3명이 승선할 수 있다.
10.13 : 점프 거리 측정(Jump Distance Measurement)
점프거리는 세계수상스키평의회가 승인한 영상컴퓨터 측정기들로 측정되어야 한다. 세계수상스키
평의회는 제출한 사용 시기 최소 60일 전에 적절한 증거 및 증명을 제시할 경우, 영상기술에 기
초하여 기기들을 승인할 수 있다.
점프거리는 점프대의 가장 높은 변(Edge)의 중심에서 수면까지 곧장 내린 지점에서 선수가 착수
하여 점프대와 가장 가까운 착수 충격점(최초의 충격점)까지 측정한 다음 조정벌충지수(2.1m)를
더해서 산출한다.
- 65 -

그 거리는 시도한 각각의 점프를 채점한 후에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상 측정기는, 그 기기를 작동시키는 (국제대회에서 서로 국적이 다른) 2명의 지정된 임원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은 함께 그 착수 충격점(impact point)에 대하여 판정해야 한다. 산출된 거리는
공통의 충격점이 판정될 때까지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영상 점프 측정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디오 백업 방법들(비디오 테이핑)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선수가 자신의 점프거리를 잘못 들었거나 듣지 못했을 경우, 다음 점프에서 재시도가 주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종목심판들은 점수가 보호되는 지를 결정하여 선수가 재시도를 할 때 선수에
게 통보해야 한다.
10.14 : 동점순위(Ties)
동점인 경우 각 대회에서 규정된 특정 규칙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특정 규칙이 규정되지 않은 경
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위가 동점인 경우 재경기를 하고, 2, 3위가 동점인 경우 순위는 예선전의 높은 점수로 결정하여
야 한다. 그래도 동점일 경우 재경기를 하여야 하며, 재경기는 새로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하여
실시한다. 각 동점자는 규칙10.08에 의해 점수로 계산되는 최장거리 점프와 함께 2번의 점프, 패
스 혹은 낙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반복해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승자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방식
으로 재경기를 시도한다.
1위를 위한 재경기가 3명 이상의 선수들 사이에서 이뤄질 때, 모든 순위는 재경기에 참여한 선수
들의 수와 동일하며 예선전 성적을 재경기 때 사용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재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2위와 3위에서 동점인 경우에는 예선전 성적이 사용된다.
메달권 밖에 있는 선수가 결승에서 동점을 획득한 경우 동점으로 기록된다.

10.15 : 안전 장비(Safety Equipment)
모든 점프선수들은 승인받은 구명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4.03). 선수들은 특히 수상스키에 맞게
개조되고 토너먼트평의회 혹은 토너먼트평의회 대표가 이러한 목적으로 점프팬츠(Jump pants)를
착용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선수들은 점프경기에서 적합한 안전모(Helmet)를 착용하여야 한
다(4.04참조). 선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점프대를 올라가서 지나갈 경우, 그 점프는 인정되
지 않는다.
10.16 : 공식 점프 코스(Official Jump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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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대는 점프코스와 반드시 평행한 상태에서, 약간 오픈(Open)되어야 한다. 기준 점프를 위한 허
용오차는 +1.00°와 +2.50° 사이의 오픈된 상태이다. 스키플라잉(Ski Flying) 경기를 위한 허용오차
는 +5.00°와 +7.00° 사이에서 오픈된 상태이다. 오픈이라 함은, 점프대의 낮은 쪽 끝부분이 점프
코스 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점프코스의 기준(Basis)은 15ST-15MT 지역이다.
영상 거리 측정 혹은 관람기준부이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어느 표시용 부이들이든지 선수가 착수
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상 점프대 중심선상에서 반드시 최소 8m에 있어야 한다.

점프코스 치수와 허용오차(JUMP COURSE DIMENSIONS AND TOLERANCES)
부이는 150m와 180m부이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점프대에서 210m 지점에 위치되도록 권장된다.
색깔은 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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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범위

허용오차

부이

색깔

210m(길이)

207.9m-212.1m

1%

210m

녹색

210m(오프라인)

±0.5m

0.5m

180m

적색

180m(길이)

178.2m-181.8m

1%

150m

황색

180m(오프라인)

±0.5m

0.5m

15ST

적색

150m(길이)

148.5m-151.5m

1%

19ST

적색

150m(오프라인)

±0.5m

0.5m

15MT

황색

100m

90m-102m

+2%, -10%

19MT

황색

82m*

81.59m-82.41m

0.5%

15ET

적색

41m

40.795m-41.205m

0.5%

19ET

적색

15m

14.85m-15.15m

1%

15EC

황색

4m

3.90m-4.10m

2.5%

19EC

황색

10m

9.8m-10.2m

2%

*) 요구될 경우, 2개 구간인 52m와 30m 구간에서 시간이 측정된다.
10.17 : 선택용 점프코스 회전 부이와 경기정 안내부이(Optional Jump Course Turn Buoy and
Guide Buoys)
다음 그림은 규칙10.15에 제시되어 있는 공식 점프코스를 위한 선택용 회전 부이와 경기정 안내
부이들에 관한 배치도이다. 이 선택용 부이들이 사용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10.18 : 호몰로게이션 지침–점프(Homologation Guidelines–Jump)
a) 점프코스는 측량술(survey)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b) 개인 로프와 핸들은 주행 직전, 호몰로게이터의 책임 하에 출발요원이 측정해야 한다. 수석심
판은 선수의 로프와 핸들을 사용 후 즉시 다시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수가 도크에 복
귀한 후 로프와 핸들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라운드에서 스키 선수의 성적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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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개의 테스트 부이는 대략 40m와 60m 점프거리 지점에 틀림없이 위치해야 하며, 측량술
(survey)과 영상 점프 측정기로 계측한 그것들의 정확한 위치는 반드시 대회 호몰로게이션 서
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테스트 부이는 반드시 영상 점프 측정기와 무관해야 한다(즉, 측정기에
의해 기준부이로 사용되지 않는다).
d) 점프대는 반드시 왁스 칠 해야 한다. 사용되는 왁스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된 것이어야 하고 검
증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
e) 점프 점검 부이는 그리드/설정 부이와 다른 색상이어야 하며 기준 부이와 달라야 한다.
f) 점프 기준 부이는 인접한 기준 부이 2개가 동일한 색상(빨간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이 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색상의 순서(sequence)를 가져야 한다.
g) 호몰로게이터는 필요할 경우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프 최종 코스의 정적인 사진과 점프
측정 그리드의 사진을 기록해야 한다.
h) 점프 보트 가이드 부이(구형/원통형/직사각형)는 규칙 8.07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한다.

- 69 -

10.19 : 점프대 설정도(Ramp Setting Chart)
어떤 특정 점프대 설치를 위하여 점프대의 가장 윗변(Top Edge)의 높이와 강조
표시된(highlighted) 영역내의 물 밖으로의 길이의 조합이 허용된다. 허용오차 설정에서 다른
조건이 적절하지 않는 한 검은 실선(Middle Line)에 놓여 있는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램프 설정은 그래프에 표시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참조) 180ramps 경사는 6.80m 이상으로 권장한다.
수중 길이 최소 50cm.
- 70 -

경기규칙-11. 종합대회
종합채점은 2개 또는 3개 경기 대회 혹은 하나의 독자적 종합대회에서 종합결과를 결정
할 수 있다.
각 종합 선수는 특정 공식에 따라 각 경기에서 특정 개수의 종합 점수를 받는다. 다양한
공식은 적절한 경기 규칙을 참조한다.
11.01 : 10세 이하 및 14세 이하 개인종합 부문 특별규정(Special Rules for Under 10 and
Under 14 Individual Overall)
개인종합채점 자격
a) 종합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10세 이하의 선수는 슬라롬과 트릭 종목에서 스키를 타야 한다.
(점프에서는 필요 없음)
b) 종합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14세 이하의 선수는 모든 3개의 종목에서 스키를 타야 한다.
개인종합 채점 방법
각 종합 선수는 각 경기에서 자신의 점수와 상대적인 종합 점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의 종
합 점수를 받는다.
종합점수 채점 기준

슬라롬
트릭
점프
슬라롬
트릭
점프

10세 이하 소년부
1.00@49/13.00(67개 부이)

10세 이하 소녀부
1.00@49/14.25(61 부이)

부이 25개부터 카운트
4000
21.9m
14세 이하 소년부
2.00@55/11.25(56개 부이)

부이 25개부터 카운트
2720
11.4m
14세 이하 소녀부
2.00@52/11.25(56개 부이)

부이 43개부터 카운트
6630
35.3m

부이 40개부터 카운트
5300
27.0m

종합점수 공식
트릭 : 선수점수×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
슬라롬 : 선수점수×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

점프

10세
10세
14세
14세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소년부
소녀부
소년부
소녀부

선수점수×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
(선수점수+10m)×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10m)
(선수점수-10m)×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10m)
(선수점수-7m)×1000)/(종합점수 채점 기준-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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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2. 재시도
12.01 : 팀 대표(Team Representative)
각 연맹은 팀 대표를 선발하여 첫 경기 시작 전에 그 이름을 수석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팀 대표는 소속 연맹의 모든 선수를 대표하게 되며, 예비로 한 명 더 제출할 수 있다.
12.02 : 재시도 기준(Reride Criteria)
토너먼트평의회가 제공한 장비가 상태 불량이거나 혹은 고장일 경우, 종목심판 과반수가 장비가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선수는 영향을 받은 패스에 한하여 한 번의 재
시도 선택권을 부여 받는다. 선택적 재시도의 경우에 그 점수는 대회에서 제공받은 장비 이상이나
혹은 이 규칙에서 명백하게 한정된 그런 상황에서만 보호받는다.
선수가 불공평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받았을 경우, 재시도는 의무적이다. 재시도 한 경우,
재시도 결과는 점수로 인정한다.
슬라롬 경기나 점프 경기에서 시간 안에 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비의 기능 이상으로 고려되어
재시도가 주어진다. 선수가 받은 점수는 보호되지 않는다.
슬라롬 경기, 점프 경기, 혹은 트릭경기 중에 선수의 순서가 위에서 언급한 상황 조건들로 하여
패스 간에 방해를 받아, 그 지연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선수는 이미 달성한 패스들에
대한 점수를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준비운동 패스(warm-up pass)나 점프를 시도할 수 있다.
준비운동 패스 중에, 점프의 경우, 선수가 비행거리를 획득하게 될지라도 점수로 인정되질 않는
다. 10분 동안 시간을 재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순간부터 혹은 경기정이 정지된 시점부터 잰다(어
느 것이 먼저 되든 상관없다).
12.03 : 재시도 인정절차(Granted Reride Procedure)
재시도는 인정받은 후 5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수의 선택(슬라롬 재시도는 12.06조항, 점프
재시도는 12.05 조항 참조)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선수가 5분간의 휴식을 선택할 경우, 다음
순번 순서가 경기를 하게 되며 5분간의 휴식시간이 만료되는 동안 다음 선수가 경기를 끝마치면,
그때 재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드 배정이나 대회 결승전일 경우, 휴식시간이 경기 순
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12.04 : 재시도 요청(Requests for Rerides)
재시도 요청은 다음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종목 심판이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선수가 즉시 요청
하거나 팀 대표가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재시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종목심판 의견에 그 요청이 선수가 경기를 한 후에 바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 요청은
거부되어야 한다.
12.05 : 경기정 항로 혹은 속도 오류 - 점프
승선심판은 규칙6.02와 10.05에 의거해 재경기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승선심판은 경기정 항로의 정확성을 관찰하고 속도 계측장비들을 검토하고 그 속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 있는 경기정 항로나 속도 오류 때문에 재경기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즉각 조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구간일 때 승선심판은 선수가 일시적인 재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하여 양팔을 90도로 교차(‘X자’ 신호)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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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의 재시도가 있을 경우, 선수는 계속하기 전에 5분간 쉼을 요청할 선택권을 갖는다.
휴식시간은, 시드배정을 받는 경우이거나 혹은 주요 토너먼트대회의 결승전일 경우, 시기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2.06 : 재시도 – 슬라롬
선수가 불완전한 패스를 한 경우, 승선심판은 적합한 수단을 통해, 선수가 재경기를 하고 싶은 지
결정해야 한다. 재경기를 시도할 경우, 경기정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패스 코스로 즉시 복귀해
야 한다. 그리고 재경기는 코스 원래의 방향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두 번 이상의 재시도인 경우, 선수는 계속하기 전에 5분 휴식을 요청할 선택권이 있다. 시드를 배
정 받았거나 혹은 주요 토너먼트의 결승전인 경우, 휴식은 경기 시기순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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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3. 항의 및 비디오 판독 요청
13.01 : 항의자 및 항의방법(Who may Protest and How it is done)
항의는 오직 팀 대표만 수석심판에게 할 수 있으며 임명심판들이 이를 검토한다. 항의는 반드시
항의사유(들)를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기규칙 조항(들)을 인용하여 서면으로 하여 제출하되,
제출시한은 해당 종목 경기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로 한다. 이때 심판들의 채점지는 확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선수가 실제로 본인이 취득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주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수석심판은 담당 심판과 상의 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항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3.02 : 항의 사유(Allowable Reasons for Protests)
항의는 토너먼트 위원(Tournament Committee), 경기임원, 심판, 계산원 등이 규칙 준수를 하지
못했을 때와, 이런 규칙 준수 불이행이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본 규
칙13.04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심판들의 판정에 대하여 어떤 항의도 용납되지 않는다.
13.03 : 항의신청서 제출 절차(Protest Submission Procedure)
항의는 반드시 미화$25에 해당하는 현지 통용화폐와 함께 접수되어야 하며, 이 금액은 항의사유
가 정당하다고 심판들이 인정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13.04 비디오 판독(Video Challenge)
a) 점프 종목에서 경기정 항로에 대한 비디오 판독 신청
스키어/팀 대표자가 경기정 항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규칙10.10에 따라), 다음 선수
가 출발하기 전에(또는 심판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수석심판에게 통지하고 미화
$250를 지불함으로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석심판(또는 수석심판 지명자)과 지명
된 비디오판독 심판은 최종코스 비디오(또는 승인된 측정 시스템을 사용중인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한 결과)를 검토하게 되며, 이 심사를 수행하는 심판은 원래 심사를 하는 심판과 달라야
한다. 두 심판이 경기정 견인봉 편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데 동의하는 경우(규칙10.10에
따라), 재시도를 부여(선택적 재시도가 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의무적 재시도가 되는 경
우) 재시도를 부여해야 한다. 비디오(또는 승인된 항로 측정 시스템의 결과)가 기존 판단을 명
백히 뒤엎는데 동의하거나 동의 못하는 경우 비디오 판독은 거절된다. 미화$250는 비디오 판
독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만 돌려받을 수 있다.
b) 슬라롬 종목에서 영상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게이트 및 부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 신청
어떤 선수나 팀 대표가 어떤 점수 상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다음 선수가 출발
하기(goes out) 전에(또는 심판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즉시) 수석심판에게 알리고 미화$250
를 지불함으로 영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수석심판과 한 지정된 영상 검토 심판은 해당 영
상(경기정 영상 혹은 게이트 영상)을 검토하며, 이 두 명의 검토 심판은 원래 판정을 한 심판
이 아니어야 한다. 그들 두 검토심판이 어떤 점수에 동의할 경우 그것이 정해진 점수가 된다.
만약 두 검토심판들이 비디오가 심판이 준 점수를 명확하게 뒤엎지 못한다고 동의하거나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원래 점수가 유지된다. 미화$250는 원래의 점수가 변경될 경우에만 돌려준다.
c) 슬라롬 종목의 경기정 항로에 대한 비디오 판독 신청
스키어/팀 대표자가 경기정 항로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규칙8.15에 따라),
다음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또는 심판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수석심판에게 통지하
고 미화$250를 지불함으로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석심판(또는 수석심판 지명자)
- 74 -

과 지명된 비디오판독 심판은 최종코스 비디오(또는 승인된 측정 시스템을 사용중인 경우 시스
템에서 제공한 결과)를 검토하게 되며, 이 심사를 수행하는 심판은 원래 심사를 하는 심판과
달라야 한다. 두 심판이 경기정 견인봉 편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데 동의하는 경우(규칙
8.15에 따라), 재시도를 부여(선택적 재시도가 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의무적 재시도가
되는 경우) 재시도를 부여해야 한다. 비디오(또는 승인된 항로 측정 시스템의 결과)가 기존 판
단을 명백히 뒤엎는데 동의하거나 동의 못하는 경우 비디오 판독은 거절된다. 미화$250는 비
디오 판독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만 돌려받을 수 있다.
d) 트릭 타이밍에 대한 비디오 판독 신청
만약 선수나 팀 대표가 한 트릭 패스의 타이밍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가능한

신속히 수석심판에게 알리고 미화$250를 지불함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석심
판과 한명의 지정된 영상 검토심판이 해당 패스를 다시 시간을 잰다. 검토심판들 모두 다시 시
간 재기에 동의하면 그곳이 주행이 끝나는 곳이 된다. 만약 두 검토심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비디오가 심사위원들이 제공한 원래 시간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동의한다면 그 타이밍은 변경
될 것이다.
미화$250는 원래의 타임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불된다.
13.05 : 점수 수정 절차(Computation Error Procedure)
점수 계산상의 오류수정은 항의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 종목 경기결과가 발표된 후부터 30분
이내에 수정(Correction)을 요청할 경우, 수석심판과 수석계산원(Chief Scorer)의 인정으로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 이때 확인을 위해 심판들의 채점지가 이용될 수 있다.
13.06 트릭 채점지의 이용(Tricks Score Sheet Availability)
각 선수에 대한 각 심판의 트릭 채점지(trick scoring sheets)는 임시 결과가 게시되자마자 팀대표
의 검토를 위해 3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팀대표의 책임 하에, 선수는 자신의 채점지를 조회할
수 있다.
선수의 채점지가 이 검토에 근거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채점지는 변경된 결과가 게시된 후
시간이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서 15분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 채점지가 변경될 때마다 15분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
만일 팀대표가 특정 결과에 대하여 임원들에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일부 점수를 검토 중
이고 어떤 선수들의 점수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지가 게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게시결과들
을 표시하거나 혹은 별도의 통보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
심판들은 각 트릭동작을 위하여 공식부호 및/혹은 자신만의 기호(variations)를 게시해야 한다. 계
산원은 트릭동작부호들을 수기하는 과정에서 있어 어떠한 실수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심판들의
형식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속기법(shorthand)은 처음에 트릭동작을 수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부호는 반
드시 채점지가(각 심판의 약기 사본 또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계산원에게 제출되기 전에 기록되
어야 한다.
13.07 게시의 정의(Posting Definition)
한 공식 서류가 게시되기 위하여, 그것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한다.
a) 둘 중의 어느 한 가지인 경우
- 공식게시판에 게시된 물리적 사본 또는
- 공식경기결과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상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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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석심판이 승인한 시간과 날짜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c) 수석심판이 서명 혹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서류가 그 윗부분에 “최종(Final) 결과(Results)”이라는 용어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임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 문서가 온라인으로 게시된 겨우, 전자 서명 또는 다른 표시(예 : ‘최종 결과로 수석심판이
게시 승인함’을 표시하는 확인란)가 있어야 수석심판이 이에 동의한 최종 결과다. 만약 모든 소프
트웨어가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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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세계선수권대회 규칙
경기규칙-14. 세계선수권대회 행정규칙(World Championships Administration Rules)
14.01 : 대회 주기(Frequency of Competition)
＊ 오픈 세계선수권대회는 홀수 연도에 2년 마다 열리 것이다.
＊ 17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는 짝수 연도에 2년 마다 열리 것이다.
＊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는 홀수 연도에 2년 마다 열리 것이다.
＊ 35세 이상 세계선수권대회는 짝수 연도에 2년 마다 열리 것이다.
14.02 : 오픈 세계선수권대회 시행(Effectivity of the World Open Championships)
어느 한 국가가 사정(정치적 이유 포함)으로 인하여 어느 세계선수권대회든 참가할 수 없다고 하
여 모든 경기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으며 세계선수권대회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다.
14.03 : 종목별 경기일정(Schedule of Events)
대회개시 2개월 전에 세계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World Waterski Council Chairman)은 항공우편
으로 회원국 연맹에 경기개최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선 및 결승전을 위한 종목별 경기일정은
수석심판,

세계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World

Waterski

Council

Chairman),

대회위원장

(Championship Chairman)이 작성하여 첫 경기시작 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된 일정은 일일
종목별 경기시작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종목 경기의 시작시간 일정은 선수들만을 위한 지침
용이어야 하며,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점프경기는 예선 및
결승전에서 마지막 경기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04 : 수석심판 및 임명받은 경기임원(Chief Judge & Appointed Officials)
IWWF 세계수상스키평의회는 세계선수권대회(World Tournament)시작 최소 6개월 전까지, 각 대
륙연맹 수상스키평의회에서 제시한 경기임원들 중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하여 IWWF 회장의 승
인을 받아 수석심판, 호몰로게이터, 계산원 및 부수석심판들을 임명한다. 임명심판(Appointed
Judge)들은 각 대륙연맹 수상스키평의회가 선발한다. 임명심판 전원은 반드시 3종목 모두에 자격
을 갖춰야 한다.
수석심판에 대한 보좌관 임명은 반드시 수석심판의 승인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은 각 대륙연맹 토너먼트평의회가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3~4명의 경
기정 드라이버를 임명한다.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국가 출신의 드라이버는 최대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종목별 드라이버 배정은 수석심판이 한다.
수석심판은 판정과 점수계산에 관한 모든 운영사항을 감독하며 각 종목심판 및 보조 요원들을 선
임한다. (종목별 심판의 선임에 대하여, 규칙8.13, 9.11, 10.11을 참조할 것.)
수석심판은 종목심판으로 복무해서는 안 되며,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보조경기임원에
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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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추천

임명

수석심판

대륙평의회들

부수석심판

대륙평의회들

대회감독관

대륙평의회들

계산원

대륙평의회들

보조계산원(2명)

대륙평의회들

IWWF WTC 위원장

PANAM 심판(3명)

대륙평의회

PANAM 평의회

E&A 심판(3명)

대륙평의회

E&A 평의회

AA 심판(3명)

대륙평의회

AA 평의회

추가심판(1명)

대륙평의회들

드라이버(3~4명)

대륙평의회들

시기

IWWF WTC

대회시작 6개월전

IWWF WTC위원장

14.05 : 임명심판 선정(Choosing Appointed Judges)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선정된 심판들은 반드시 다음의 대륙연맹들을 대표한다.
범미주대륙연맹(Confederation Pan Am)

-

최소 3명

유럽아프리카대륙연맹(Confederation E&A) -

최소 3명

아시아오세아니아대륙연맹(Confederation A&O)

-

최소 3명

총 10명의 심판을 선정한다.
마지막 열번째 심판은 각 대륙연맹이 1명씩 추천한 심판후보 중에서 평의회 위원장이 선정한다.
수석심판과 보좌관은 상기한 명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 대륙연맹에서 구체적인 심판 수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IWWF 수상스키평의회는 다른 대륙연
맹들에서 심판들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개 종목의 경기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시행될 경우, IWWF 수상스키평의회는 3명
의 충원 심판(Extra Judges)을 임명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보조하기 위해 충원되는 모든 추가 심
판은 단지 종목 심판이 된다. 그들은 임명 심판이 아니다.
임원 패널 디브리핑
임원 패널은 대회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줌 콜을 통해 브리핑에 초대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수상스키위원회가 주최/주관하게 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향후 개최될 세계 선수권 대회 개최시
개선을 위함이다.
14.06 : 종목 심판(Event Judges)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심판(Event Judge)은 반드시 임명심판(Appointed Judge)들 중에서 수석
심판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야 한다.
슬라롬 종목 - 한 지역에서 2명 이하.
트

릭 종목 - 트릭 종목의 점수 수준에 최고로 적합한 심판진으로 구성.

점

프 종목 - 지역당 1명.

기타 대회의 종목심판 선임은 지역 운영 관례에 따른다.
14.07 : 경기장 개방(Site Familiarization)
세계선수권 시합 직전 2~3일 전에는 공식 개방을 위하여 예약 받고 사용된다. 이 공식 개방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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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선수가 개방을 위하여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불한 각 선수
가 수석심판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양의 시간과/혹은 정한 패스 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슬라롬 선수 - 4패스 혹은 6분 이하(less)를 받는다.
트릭 선수

- 2패스 혹은 5분 이하(less)를 받는다.

점프 선수

- 3패스 혹은 6분 이하(less)를 받는다.

대회 개최 60일 전 등록이 마감된 후(특정 마감일에 대한 규칙 14.12 참고) IWWF 이벤트 관리 시
스템(EMS)에 등록된 각 선수에게 위에 명시된 대로 공식 개방 시간이 배당되어진다.
개방을 요청하는 각 팀은 경기 시작일 최소 60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식 참가의향
서(Intention to Enter Form)에 개방이 요구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각 팀은 경기종목별로 얼
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싶은지 표시해야 한다. 이 마감일에 응하지 않는 팀들은 개방 일정
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어도 해당 경기 시작 45일 전에는 조직위에서 (수석심판과 협의하며 수석
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허용된 시간을 포함하여 공식개방일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만약 연맹은 공식개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과 수석심판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방 순서는 전차 세계선수권대회 팀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순위 팀의 선수들이 먼저 타는 것
으로 되어야 하며, 경기 종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즉, 슬라롬 개방, 트릭 개방과 점프 개방(점프대
높이에 의함)이 함께 분류돼야 된다. 해당 경기 시작 최소 30일 전에 연습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
나 배정된 시간에 스키를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선수든지 그들의 공식 개방 시간을 잃
는다.
요약 표 :
60일전 – 룰 14.12에 의거하여 EMS에 참가신청 마감
45일전 – 개최자(Organizer)의 개방 일정 발표 마감
30일전 – 개방 비용 지불 마감
수석심판은 특별한 상황 발생 시 팀의 연습 시작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식 개방 기간 동안, 수석심판은 할당되지 않은 시간들에 추가 연습을 제공할 수 있으나, 개방시
간이 할당되지 않았던 선수들에게만 제공이 가능하다.
개최자는 할당되지 않은 시간들에 추가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
공식 개방 동안 시간당 비용은 유치시기에 개최자(Organizer)와 IWWF 회장 그리고 IWWF 세계수
상스키평의회(WWC) 위원장 사이에 동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찬동이 된 비용은 대회 계약서(Letter of Agreement and Obligation)에 언급된다.
14.08 : 경기 구성(Rounds)
종목별 경기는 예선(Preliminary Round) 및 결승(Final Round) 경기로 실시된다. 종목별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해당 종목 예선전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는 예선전에서 0
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결승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14.09 : 결승 진출 인원(Numbers in Finals)
기본 규칙(Basic Rule)
예선전 결과에 근거한 상위 12명의 선수들이 그 종목 결승전에 출전자격이 있다. 개인 선수들과
팀 선수들 간의 어떤 차별도 없다.
동점으로 인해 12명보다 많은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점자간 재경기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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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드시 12명의 선수들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재경기 점수(들)은 결승전 출발 명단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결승전 명단은 모든 동점자들이 무선
으로 제비뽑게 될 것이다). 예선전 재경기 점수들은 결승전 선수들의 순위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
는다.
결승전에서 메달권 밖의 선수들이 동점인 경우 스코어북(scorebook)에는 동점으로 작성된다.
오픈 세계선수권을 제외한 모든 IWWF 세계선수권에서 종목의 결승전 진출 자격선수 인원은 아래
의 표와 같다.
예선전 납부 및 출전 처리된 선수 인원
(경기시작 전날 정오쯤)

결승전 선수인원

1-5

예선 출전선수 전원

6~10

5위까지

11~12

6위까지

13~15

8위까지

16~19

10위까지

20명 이상

12위까지

14.10 : 일정변경(Schedule Changes)
경기 중에 일정변경은 기후, 수면상태, 안전 등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과반수 이상의
임명심판이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하고,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사항을 우편으로 통보 받아야 한
다. 일정 변경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심판들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한다. 일단 경
기가 시작되면, 심판들은 분명하게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기도 취소할 권리
가 없으며 될 수 있는 한 다른 장소에서라도 경기를 지속시켜 종료하여야 한다.
14.11 : 경기정(Boats)
최대 4개의 다른 경기정 제작사(Makes)와 견품(Models)들이 의무규칙에 따라 IWWF 세계수상스
키평의회에 의해 승인받은 경기정들 중에 선택되어야 한다. 최소 2대의 동일한 제품의 경기정들이
각 제작사와 견품 선정을 위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IWWF 세계수상스키평의회와 IWWF 연
맹들은 토너먼트 개시 최소 6개월 전에 경기정 선정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며, 어떤 경기정이 종
목에 배치될 것인지는 대회개시 3개월 전에 통보받게 된다. 각 경기정에 대한 모든 정보(엔진규
격, 프로펠라 피치, 등)는 선수권대회 개시 최소 3개월 전까지 발표된다.
각 경기의 경기정은 제공된 경기정 중에서 수석심판과 주최대륙연맹의 수상스키평의회 위원장이
선정한다.
14.12 : 엔트리 및 행정절차
각 연맹은 IWWF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일 시작 예정일 60일 전까지 IWWF 이벤트 관리 시스템
(EMS)을 통해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 목록을 등록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연맹은
IWWF에 US$200의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주간 랭킹 리스트나 프로 랭킹
을 통해 추가로 자격을 부여받는 선수는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수 이름이 EMS에 등록되
어 있고 전체 참가비 지불이 확인되었을 때 참가 신청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참가비는 경기
공보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선택한 램프 비율 포함)은 가능
한 한 EMS에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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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선수 또한 등록되어야 한다. 각 팀의 후보선수들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으며 참가비 또한 지
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맹은 공식적으로 60일 마감전까지 등록되지 않은 각 스키어에 대해
1일당 US$10의 벌금을 IWWF에 지불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60일 마감 후, 연맹은 위약금 없이 원래 등록한 선수보다 최대 2명 더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에 명시된 대로 전체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60일 마감 후 2명 이상의 선수가 추가될 경우
추가 선수 1명당 5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IWWF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일 30일 전까
지는 제출했었던 (선수의) 이름 변경이나 종목변경은 위약금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각 연맹이 EMS를 통해 팀 구성원의 이름, 참가 종목, 선수 등급, 공식 후보선수의 이름을 제출하는
마감일은 세계 선수권 대회 첫 번째 경기의 예정된 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맹은 공식적으로 30일 마감전까지 등록되지 않은 각 스키어에 대해 1일당
US$10의 벌금을 IWWF에 지불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1) 주간 랭킹 리스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수등록 마감일은 선수권 대회 30일 전이다.
2) 프로 랭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등록 마감일은 대회 15일 전이다.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시작 48시간 전까지 EMS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맹 선수의 추첨 순
위는 예선 점수와 무관하게 주심이 결정한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기 2일 전 정오(12:00)에 참
가 리스트를 마감하고, 등록비 지불이 확인되면 참가 리스트를 게시한다.
계산원은 수석 심판과 협의하여 "예선 출전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문구
를 포함하여 경기 시작 7일 전에 예선 출전 순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경기 시작 2일 전 정오 이
후에는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단, 팀 대표는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이 가능하다:
1) 선수 기권(등록 취소)
2) 수석심판의 권한으로 부상당한 선수를 첫 번째 경기 시작 전, 같은 팀 내의 자격을 갖춘 공식
후보 선수로 교체가 가능하다.
3) 대체 선수는 추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있는 시드에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팀 또는 개인 선수가 사전 고지 없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경기 시작 전날 낮 12시까지 유효한
서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팀이나 개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
지 않는다.
유효한 사유로는 질병 증명서 또는 부상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IWWF 관계자가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해야 한다.
경기 시작
60일 전
30일 전
30일 전
15일 전
2일전 12시 정오 전

마감일
EMS에 참가 의향 있는 선수 목록 등록
팀 맴버, 개인선수, 와일드카드 등록
주 랭킹 리스트에 포함된 선수 등록
프로 랭킹 리스트에 포함된 선수 등록
최종 엔트리 등록

모든 벌금은 IWWF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지급해야 한다.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선수도 출
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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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픈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들을 위한 시드배정
가장 최근 발행된 세계랭킹명단과 전년도 랭킹명단은 세계선수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전
체적인 시드 배정(entry seeding)을 위해 사용된다. 현행 명단과 전년도 명단 중 높은 랭킹을
받은 순위로 시드 배정이 정해지는데 전년도 명단에서 순위가 더 높을 경우 전년도 랭킹에
25% 패널티가 적용된다.
예시: 스키 경기 첫날이 10월 12일 일 경우, 9월 12일 발표된 주간 랭킹 리스트와 전년도의 9
월 12일 주간 랭킹 리스트를 사용하여 25% 패널티를 부과한다.
예 :

선수

30일 전 주 랭킹

1년/30일전 주

리스트
10
12
25

랭킹 리스트
4 (×1.25=5)
11(×1.25=13.75)
8(×1.25=10)

A
B
C

시드 배정(seed)
5
12
10

최근의 랭킹명단 이후 최소 2개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명단에 성적이 없는 선수들은
가장 낮은 시리즈에서 임의 제비뽑기로 추첨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 그의 2개의 최고 성적들에
대한 평균값이 그의 시드 배정에 사용된다.
전년도 목록에 있는 숫자는 25% 패널티를 붙여 사용된다.
1) 남녀 개인종합 상위 5위까지의 선수들을 위한 시드배정
본 선수권에 참가하여 (2년 랭킹명단을 비교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획득한 남녀 각 개인종
합 부문 상위 5위까지의 선수들은 모두 각 종목에서 동일한 시드 배정 조별에서 경기한다.
각 종목을 위한 적절한 배정 조별은 원래의 그룹 규모에 추가하여, 동일한 시리즈에서 개인
종합 상위 5위까지 선수 5명 모두를 같은 배정 조별에 추가한다.
2) 단일 종목 랭킹 명단에 있지 않은 다른 개인적으로 자격 있는 선수들을 위한 시드배정
개인종합 선수는 개인종합랭킹을 가질 수 있으나, 종목 명단에는 없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성적 수준은 참가 번호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것이 전년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동일한 25%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것은 참가조별을 결정한다. 그 선수는 그 그룹 첫 선수
로 그 참가조별에 추가된다.
3) 예선전 추첨
선수들은 다음으로 조별별(Group)로 나뉘게 되며 출발순서목록은 랭킹명단 점수들의 역순
으로 이뤄진다. 조별 구성은 보통 남녀 선수 각 10명씩으로 하되 수석심판에 의하여 경기
개시 전에 변경될 수도 있다(그러나 남자부 점프종목 순위는 10.01 참조). 연속적인 경기를
위하여 남자부는 시리즈 1, 2, 3, 여자부는 시리즈 1, 2로 계획을 잡아 선수들이 유사한 조
건에서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선전 출발 순서는 랭킹명단 점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b) 결승 출발 순서
어떤 종목에서든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선수의 순서는 해당 시합의 예선전에서 배정된 순서의
역순이어야 한다. 순위에서 동점인 선수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14.13 : 선수자격(Skier Eligibility)
연맹(Federation)은 자신의 소속 팀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팀원 각자는 소속
국가의 시민이거나 IWWF 정책에 따라 해당 연맹을 대표하여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선수의 국적이 의심스러울 경우, 심판들은 보통 그의 여권을 조사하도록 한다. 경기 중
에 선수가 해당국적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IWWF 정책에 따라 해당 국가 선수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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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각 연맹은 해당 팀원들의 요구된 자격사항을 심판들에게 확인시켜
야 한다.
이전 세계선수권대회 혹은 대륙선수권대회에서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는 IWWF 자
격 규칙에 명시된 규칙을 이행 및 상의를 하지 않는 한 국가를 변경할 수 없다.
팀 대표자는 경기 시작 전에 자격 확인을 위해 수석 계산원에게 여권이나 국가 신분증을 제시해
야 한다.
14.14 : 와일드카드(Wild Cards)
세계선수권대회를 조직하는 연맹은 추가로 5개 단일 종목 와일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와일드카드
는 국가연맹과 독립된 어떤 스키 선수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선수는 위의 14:13에 명시된 자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연맹의 와일드카드는 다른 연맹에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칙의 목적상 종합
(오버럴)은 단일 종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대회 주최자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
며, 이 결정은 BID을 할때 LAO에 포함된다.
14.15 : 순위자격표(Placement Eligibility Chart)
관련 세계선수권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아래 표에 제시된 수 안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만약 선수권대회가 12월과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5월의 랭킹 리스트가 사용되거나
11월의 리스트가 사용된다.
선수권대회 날짜가 가장 최근의 순위 리스트 발표(5월 또는 11월 리스트) 이후 90일이 지났을

경

우, 60일 전에 발표되어진 주 수상스키 랭킹 리스트가 아래 차트(현재 연도)에 따라 사용된다.
(5월과 11월의 리스트도 적합하다면 사용 가능하다.)
35세 이상, 45세
금년도 랭킹명단
남자 슬라롬
여자 슬라롬
남자 트릭
여자 트릭
남자 점프
여자 점프
남자 개인종합
여자 개인종합
전년도 랭킹명단
남자 슬라롬
여자 슬라롬
남자 트릭
여자 트릭
남자 점프
여자 점프
남자 개인종합
여자 개인종합

오픈

U17

U21

이상,55세 이상, 65세
이상
20
20
20
20
20
20
15
15

25
20
25
20
25
20
15
15

15
15
15
15
15
15
8
8

15
15
15
15
15
15
8
8

오픈

U17

U21

16
12
16
12
16
12
8
8

10
10
10
10
10
10
5
5

10
10
10
10
10
10
5
5

35세 이상, 45세 이상,
55세 이상, 65세 이상
12
12
12
12
12
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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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명단
남자 슬라롬
여자 슬라롬
남자 트릭
여자 트릭
남자 점프
여자 점프

세계선수권대회 30일전
14
10
8
8
12
8

세계선수권대회 1년 30일전
11
8
6
6
9
6

오픈 선수권대회의 예외사항으로, 선수가 자신의 연령 부문을 (17세 이하에서 21세 이하로, 오픈
에서 35세 이상으로, 35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4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5세 이상에
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58, 55, 혹은 52kph에서의 슬라롬 점수는 55, 52, 49kph에서의
점수와 동일해야 하며, 점프 점수는 그것이 속도/점프대 높이에 무관하기 때문에 수락되어야 한
다. 트릭 점수들은 여전히 동일하다.
만약 선수가 부문을 바꿨을 때 종합 대회를 포함한 모든 종목에서 작년 리스트의 상위 “n”(위 참
조)에 있을 경우, 선수는 해당 경기의 새로운 경기종목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선수들은 표에 제시된 위의 숫자에 추가될 것이다.
14.16 : 채점(Scoring)
결승전 선수들의 종목 순위는 결승 결과만으로 결정한다.
단체 성적은, 예선 혹은 결승 중에서 더 나은 점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각 경기종목에서 결승전 시작 전에 예선전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심판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3 과반수 의사결정으로 임명심판들이 다른 부문에서 한 종목 이상의 결승전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오직 해당 모든 종목의 예선전 개인종합점수(Overall Points)만
개인좋합순위(Overall Placement)와 단체종합점수를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 만일 종목 결승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종목 순위는 예선 결과를 기초로 두고 결정된다.
14.17 : 안전감독관(Safety Director)
대회 최소 2개월 전에 대회를 준비하는 대륙연맹수상스키평의회는 안전감독관(규칙4.01 참조)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는 보좌관을 임명하여 IWWF 회장과 IWWF 수상스키평의회 위원
장에게 통지한다.
14.18 : 랭킹명단 사용(Ranking List to be used)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선수권대회가 6월과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 5월 랭킹명단이 사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11월 명단이 사용될 것이다.
14.19 : 배번 결정(Identifying Bibs)
규칙 1.05 외에 추가적으로
배번의 주요 기능은 배번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식별 번호이다. 배번 숫자의 높이는 최소 15cm는
되어야 하고, 원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배번은 경기 전에 각 팀 주장에게 배분돼야 한
다. 여분의 무번호 배번은 선수의 배번이 손상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출발도크에서 교체
할 수 있게 준비한다.
승인 완료 과정은 계약서(Letter of Agreement and Obligation)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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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5. 오픈 세계선수권대회 규칙(World Open Championships Rules)
15.01 : 참가대상
오픈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
15.02 : 팀 선발
IWWF의 가맹연맹는 세계선수권대회에 그 연맹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권한을 갖는다. 각 팀은 최
대 6명으로 구성되며 팀 구성원 중 남자 4명 혹은 여자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의 기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개인자
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a) 세계기록보유자 : 그 성적은 세계선수권대회 30일 전까지 반드시 토너먼트위원장과 IWWF 회
장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b) 전년도의 월드컵 순위 6위까지
c)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금년도 5월 IWWF 순위명단(Ranking list)에 등재된 순위.
d)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전년도 5월 IWWF 프로 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e)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세계선수권 30일전 프로 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f)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세계선수권대회 1년 30일전 프로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g) 앞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혹은 개인종합 세계챔피언.
h) 가장 최근 개최된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슬라롬, 트릭, 점프, 종
합 부문 3위까지
i) 선수권대회 날짜가 가장 최근의 명단 발행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60일 이전 주간 명
단(순위자격표(14.15)에 따라)과 추가로 5월 또는 10월 명단(어느 것이든 적절한)이 사용된다.
개인자격선수는 반드시 자국의 연맹 소속이어야 한다.
개인자격선수는 그의 성적을 자국의 단체종합 순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15.03 : 슬라롬 출발속도(Slalom Starting Speeds)
남자
여자

예선
58@18.25
55@18.25

결승
58@13.00
55@14.25

스키 선수는 출발속도와 로프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
유보하거나 수행한 각 패스의 모든 부이에 대한 이 선수의 점수는 완벽히 지난 패스를 포함하여,
있을 경우, 불완전하게 마친 지난 패스에서 채점한 부이 수까지 더해 받는다.
15.04 : 개인종합 및 단체 경기(Overall and Team Competition)
a) 개인종합채점 자격(Qualification for Individual Overall Scoring)
개인종합 성적의 자격을 갖기 위해, 선수는 트릭종목 최소 20점, 슬라롬 1/4(0.25점), 점프는
한 개의 점프 성적을 갖춰야 한다.
b) 개인종합점수를 위한 경기 라운드 선택(Round Selection for Overall Score)
개인종합에 자격이 있는 각 선수를 위해 개인종합 결과들은 예선 혹은 결승 성적 중 더 좋은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동점으로 인한 재경기에서 획득한 점수는 종합점수로 고려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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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인종합계산법(Individual Overall Scoring Method)
각 개인종합선수로 자격을 부여 받은 선수는 예선이나 결승 중에서 종목별로 개인의 해당 최
고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개인종합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경우 1000점을 주고 “종합부문 최고성적”
로 칭한다. 그 외 모든 성적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트릭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슬라롬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12) × 10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2)
여자는 55kph 18.25m부터, 남자는 58kph 18.25m부터 획득한 점수
예) 3@13은 18.25m에서 카운트를 시작하면 21점이 된다. 그러니까 종합부문 채점에 대하여
만일 종합부문 선수의 최고 점수가 6@12 즉 30점이었다면 그 공식은 (21+12)×1000/(30+12)
가 된다.
선수가 12점을 추가로 받으려면 첫 패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한다.
점프는 남자와 여자가 계산공식이 다르다.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25m)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25m)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7m)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7m)
점프에서 선수의 종합점수는 0 이하가 되지 않는다.
d) 개인종합 순위(Overall placement)
개인종합 순위는 오직 예선 혹은 결승 경기 라운드 중에서 더 좋은 점수에 근거를 둔다.
e) 단체종합점수 계산(Team Scoring)
단체경기에서, 남녀, 예선 및 결승에 관계없이 종목별로 가장 높은 3개의 단체점수들을 합산하
여 단체종합점수를 계산한다.
한 종목의 예선 혹은 결승 경기에서 확보한 최고의 성적은 1000점이 되어야 하고 ‘팀 최고 성
적(Best Team Score)’ 으로 고려된다. 다른 모든 성적들은 규칙 5.03의 공식들에서 ‘최고 종
합선수의 점수’ 대신에 ‘최고 팀 선수의 점수’로 대체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맹의 공식 팀원이 아닌 선수의 성적은 단체종합점수를 계산하는데 가산하지 않는다.
단체 성적들은 개인종합 성적들과 별개로 구분한다.
15.05: 와일드 카드
14.14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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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6. 17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규칙(World U17 Championships Rules)
16.01 : 참가대상(Skiers who may Participate)
선수의 최고 연령은 대회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6세여야 한다. 이것은 선수의 참가 자격이 되는
마지막 해가 17번째 생일을 치루는 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16.02 : 팀 선발(Team Selection)
IWWF의 가맹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에 그 연맹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권한을 갖는다. 각 팀은 최
대 6명으로 구성되며 팀 구성원 중 남자 4명 혹은 여자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의 기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개인자
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a) 세계기록보유자 : 그 성적은 세계선수권대회 30일 전까지 반드시 토너먼트위원장과 IWWF 회
장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b)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금년도 IWWF 순위명단(Ranking list)에 등재된 순위.
c)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전년도 IWWF 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d) 앞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혹은 개인종합 세계챔피언.
e) 선수권대회 날짜가 가장 최근의 명단 발행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60일 이전 주간
명단(순위자격표(14.15)에 따라)과 추가로 5월 또는 10월 명단(어느 것이든 적절한)이 사용된
다.
개인자격선수는 반드시 자국의 연맹 소속이어야 한다.
개인자격선수는 그의 성적을 자국의 단체종합 순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16.03 : 슬라롬 출발속도(Slalom Starting Speed)
남자
여자

예선
52 Kph
49 Kph

결승
58@18.25
55@18.25

스키 선수는 출발속도와 로프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
유보하거나 수행한 각 패스의 모든 부이에 대한 이 선수의 점수는 완벽히 지난 패스를 포함하여,
있을 경우, 불완전하게 마친 지난 패스에서 채점한 부이 수까지 더해 받는다.
16.04 : 개인종합 및 단체 경기
규칙15.04와 다음의 공식 변경과 함께 적용된다.
트릭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슬라롬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 10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여자는 49kph 18.25m부터, 남자는 52kph 18.25m부터 획득한 점수)
예) 3@13은 49 또는 52/18.25에서 카운트를 시작하면 33점이 된다. 그러니까 종합부문 채점에
대하여 만일 종합부문 선수의 최고 점수가 6@12 즉 42점이었다면 그 공식은 (33×1000/42)가
된다.
선수가 12점을 추가로 받으려면 첫 패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한다.
점프는 남자와 여자가 계산공식이 다르다.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20m)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20m)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3m)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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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에서 선수의 종합점수는 0 이하가 되지 않는다.
16.05 : 17세 이하 선수권대회 임원 인원(Number of Officials at the World Under 17
Championships)
a) 심판 7명, 각 연맹에서 2명씩. 7번째 심판은 예비 지명에서 지목.
b) 드라이버 3명 지정
16.06: 와일드 카드
14.14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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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7.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규칙(World U21 Championships Rules)
17.01 : 참가대상(Skiers who may participate)
선수의 최고 연령은 대회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여야 한다. 이것은 선수의 참가 자격이 되는
마지막 해가 21번째 생일을 치루는 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17.02 : 팀 선발(Team Selection)
IWWF의 가맹연맹는 세계선수권대회에 그 연맹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권한을 갖는다. 각 팀은 최
대 6명으로 구성되며 팀 구성원 중 남자 4명 혹은 여자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의 기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개인자
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a) 세계기록보유자 : 그 성적은 세계선수권대회 30일 전까지 반드시 토너먼트위원장과 IWWF 회
장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b) 전년도의 월드컵 순위 6위까지
c)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금년도 5월 IWWF 순위명단(Ranking list)에 등재된 순위.
d)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세계 선수권대회 30일 전 IWWF 프로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e) 순위자격표(14.15)에 의해, 세계선수권 1년 30일전 프로랭킹명단에 등재된 순위.
g) 앞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혹은 개인종합 세계챔피언.
h) 가장 최근 개최된 17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슬라롬, 트릭, 점프, 종
합 부문 3위까지
개인자격선수는 반드시 자국의 연맹 소속이어야 한다.
개인자격선수는 그의 성적을 자국의 단체종합 순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17.03 : 슬라롬 출발속도(Slalom Starting Speeds)
남자
여자

예선
58@18.25
55@18.25

결승
58@14.25
55@16.00

스키 선수는 출발속도와 로프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
유보하거나 수행한 각 패스의 모든 부이에 대한 이 선수의 점수는 완벽히 지난 패스를 포함하여,
있을 경우, 불완전하게 마친 지난 패스에서 채점한 부이 수까지 더해 받는다.
17.04 : 개인종합 및 단체 경기(Overall and Team Competition)
규칙15.04 적용
17.05 : 21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임원 인원(Number of Officials at the World Under 21
Championships)
a) 심판 7명, 각 연맹에서 2명씩. 7번째 심판은 예비 지명에서 지목.
b) 드라이버 3명 지정
17.06: 와일드 카드
14.14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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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18. 35세 이상 세계선수권대회 규칙(World 35+ Championships Rules)
18.01 : 참가대상(Skiers who may participate)
이 경기에 자격 있는 선수들은 아래에 기재된 연령부문의 남자와 여자이다.
부문
35세 이상
45세 이상
55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

연령
35세부터 44세까지
45세부터 54세까지
55세부터 64세까지
65세부터 69세까지
70세부터 74세까지
75세부터 79세까지
80세부터 84세까지
85세 이상

모든 연령들은 전년도 12월 31일 선수연령을 참고한다.
선수 인원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각 부문의 통합은 없어야 한다. 선수권 메달
은 종목별 출전 선수 인원에 관계없이 3위(또는 3명 미만인 경우 선수 인원)에게 각 부문별로 수
여된다.
2020년 35세 이상 세계선수권대회 새로운 연령부문(추가 검토 및 설명 필요)
a) 팀 선발에 대하여 변경사항 없음–규칙18.02 유지(선수 최대 10명...35세 이상,45세 이상.55세
이상.65세 이상까지).
팀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떤 선수든지 65세 이상 부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팀으로
스키를 타려면 65세 이상 부문에서 스키를 타야합니다).
b) 어느 연맹이든 65세 이상 선수는 원하는 인원만큼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c)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및 85세 이상 부문의 대회 경기는 슬라롬, 트릭 및 점프로
만 이루어진다(종합(overall) 제외).
d)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및 85세 이상 부문의 최소 참가 인원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및 85세 이상 부문을 열기 위해서 각 부문별 최소 5명의 선
수(참가신청 및 참가 마감일까지 등록비 납부)가 필요하다. (이들 중 다른 경기에서 경쟁해 1
개 혹은 그 이상의 부문 경기에서 선수가 5명이 안된다면 5명이 안 되는 걸로 간주된다.) 부문
경기에서 참가 인원이 미달인 경우 해당 선수들은 다음 낮은 연령 부문에 최소 5명이 될 때까
지 통합된다. 통합된 부문은 연령이 가장 낮은 부문 조건/규칙이 적용된다.
- 예1 : 85세 이상 부문 선수 2명, 80세 이상 부문 선수 3명. 이들 모두 80세 이상 부문에서
경쟁하며 80세 이상 부문 조건/규칙이 적용된다.
- 예2 : 85세 이상 부문 선수 1명, 80세 이상 부문 선수 2명, 75세 이상 부문 선수 2명. 이들
모두 75세 이상 부문에서 경쟁하며 75세 이상 부문 조건/규칙이 적용된다.
- 예3 : 70세 이상 부문 선수 2명, (그리고 75세 이상 부문, 80세 이상 부문, 85세 이상 부문
모두 5명의 경쟁자가 있고 해당 경기 부문에서 경쟁한다). 이 경우 70세 이상 부문 선수들은
65세 이상 부문에서 경쟁하며 65세 이상 부문 조건/규칙이 적용된다.
e) 타이틀 및 메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느 경기이든, 최소 3명의 참가자가 필요하다.
18.02 : 팀선발(Team Selection)
각 연맹은 어느 연령 부문에서든 최대 4명의 선수와 어느 연령부문에서든 동성 최대 3명을 갖춘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한 팀을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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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은 선수는 순위자격표(Placement Eligibility Chart)(14.15)당 35세 이상,
45세 이상, 55세 이상, 65세 이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할 자격이 될 수 있다.
특별 예외사항
연맹은 어떤 경기 혹은 모든 경기에 경쟁할 수 있는 최대 5명의 추가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이들은 와일드카드 참가로 간주된다.
18.03 : 슬라롬 출발속도(Slalom Starting Speed)
부문
출발속도
로프줄임 속도
부문
35세 이상 남자
55 kph
55 kph
3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 남자
52 kph
55 kph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남자
46 kph
55 kph
5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남자
43 kph
52 kph
65세 이상 여자
70세 이상 남자
43 kph
52 kph
70세 이상 여자
75세 이상 남자
40 kph
49 kph
75세 이상 여자
80세 이상 남자
40 kph
49 kph
80세 이상 여자
85세 이상 남자
37 kph
46 kph
85세 이상 여자
＊ 2020년 적용가능-2021년을 위하여 WWC의 추가 검토 대상

출발속도
52 kph
49 kph
43 kph
43 kph
40 kph
37 kph
37 kph
34 kph

로프줄임 속도
55 kph
52 or 55 kph*
52 kph
49 kph
49 kph
46 kph
46 kph
46 kph

45세 이상 여자 로프줄임 속도-52kph 또는 55kph
a) 선수는 아래 e)매트릭스 나온 곳 아무데서나 출발을 시도할 수 잇다.
b) 첫 번째 패스를 완료하면, 스키 선수는 처음에 건너뛴 모든 속도 및/또는 로프 길이 패스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첫 번째 패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최소 속도와 최대 로프 길이
로 주행한 것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c) 만약 스키 선수가 줄인 로프로 49kph에서 출발을 선택하고 부이 6점을 획득한다면, 그녀는
로프가 다시 짧아지기 전에 최대 속도(52kph 또는 55kph)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로프 길이
로 진행한다.
d) 선택 설정
1) 패스 완료 후, 선수는 더 빠르게 및/또는 짧게 2개 이상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선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속도 및 로프길이 설정을 선택한 경우, 선수는 선택한 패스를
완료해야 건너뛴 패스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패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선택한 속도가 같을 경우 첫 번째 즉시 순차적 건너뛴 속도 또는 첫 번째 즉시 건너뛴
로프 길이에서 부이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e) 슬라롬 채점 매트릭스
속도/로프길이
49
52
55

18.25
6
12
18

16.00
12
18
24

14.25
18
24
30

13.00
24
30
36

12.00
30
36
42

11.25
36
42
48

10.75
42
48
54

18.04 : 개인종합 및 단체 경기(Overall and Team Competition)
규칙15.04와 다음의 변경사항과 함께 적용된다.
15.04 c) : 개인종합계산법(Individual Overall Scoring Method) 대체
각 개인종합선수로 자격을 부여 받은 선수는 예선이나 결승 중에서 종목별로 개인의 해당 최
고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개인종합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경우 1000점을 주고 “종합부문 최고성적”
로 칭한다. 그 외 모든 성적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트릭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 1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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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롬 = (선수의 경기 최고점수 × 10000)/(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35세 이상 : (여자점수 : 52/18,25부터 – 남자점수 : 55/18,25부터)
45세 이상 : (여자점수 : 49/18,25부터 – 남자점수 : 52/18,25부터)
55세 이상 : (여자점수 : 43/18,25부터 – 남자점수 : 46/18,25부터)
65세 이상 : (여자점수 : 40/18,25부터 – 남자점수 : 43/18,25부터)
점프는 남자와 여자가 계산공식이 다르다.
3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7)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7)
3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20)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20)
4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4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5)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5)
5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5)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5)
5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0)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0)
6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0)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
10)
6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종목 최고점수 × 1000) / (종합부문 최고선수의 점수)
점프에서 선수 종합점수는 0점 이하로 되지 않는다.
15.04 e) : 단체종합점수 계산(Team Scoring) 대체
단체경기에서, 남녀, 예선 및 결승에 관계없이 종목별로 가장 높은 5개의 단체점수들(그러나 8
개의 연령/성 부문(35세 이상,45세 이상,55세 이상,65세 이상, 남자, 여자)에서 최대 2개까지)
을 합산하여 단체종합점수를 계산한다.
한 종목의 예선 혹은 결승 경기에서 확보한 최고의 성적은 1000점이 되어야 하고 ‘팀 최고 성
적(Best Team Score)’ 으로 고려된다. 다른 모든 성적들은 규칙 5.03의 공식들에서 ‘최고 종
합선수의 점수’ 대신에 ‘최고 팀 선수의 점수’로 대체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맹의 공식 팀원이 아닌 선수의 성적은 단체종합점수를 계산하는데 가산하지 않는다.
단체 성적들은 개인종합 성적들과 별개로 구분한다.
18.05: 와일드 카드
14.14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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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 각종 경기 규칙(Miscellaneous Rules)
경기규칙-19. IWWF 종합경기대회 규칙(IWWF Multi-Sport Games)
19.01 : 총칙(General)
종합경기대회는 보통 지리적으로 근거를 두며 그런 지리적 지역 연맹은 결승에서 허용되는 국가
별 선수 수에 관한 독특하고 구체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수와 성별에 대한 요건을 제공
한다. 종합경기대회의 중요한 점은 경기 종료시 즉시 경기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문제는 일시적인 항의와 트릭 검토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나온 것과 같이 해
당 지역에서 규칙이 개정되었다. 경기종목에 대한 규칙은 다음의 예외사항과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경기규칙서에 있는 규칙들과 동일하여야 한다. 특수한 형식의 규칙은 특정 경기대회의 목표와 부
합되게 포함될 수 있다. 예선과 결승전과 별개의 경기를 요구하는 종합경기가 종종 승인된다.
19.02 : 종합 결승전(Overall Final)
종합 결승전은 3종목(슬라롬, 트릭, 점프)에서 각각 1라운드를 받은 각 유자격 선수(보통 4위까지
의 선수들)로 구성된다. 별개의 남녀 부문이 개최된다. 3종목 각각의 출발시기순서는 예선전에서
종합순위의 역순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선수는 우선 슬라롬 경기 규칙에 따라 슬라롬을 치룬다. 다음은 트릭, 점프 순으로 치러진다. (본
경기규칙의 정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높이가 낮은 점프가 허용된다. 이것은 점프
부분의 출발 시기 순서를 일시적으로 변경시킨다.) 가능하다면 이것은 피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최고의 종합 선수는 높은 램프 설정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기전에서 경기성적에 근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선수만이 우승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동점
순위도 동점을 깨뜨려주는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종목으로서 점프 점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함
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 동점일 경우, 트릭종목의 점수가 타이브레이커로서 사용된다. 여전히 동
점인 경우, 이들은 반드시 또한 슬라롬 점수를 사용하여 가려야 하고 점프 경기에서 재경기를 함
으로 해결한다.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는 여자 슬라롬, 남자 슬라롬, 여자 트릭, 남자 트릭, 여자 점프, 남자 점프
순으로 함께 운영한다.
종합 점수는 경기규칙 15.04c 공식에 따라 배정되며, “최고 점수”는 종합 결승전 각 종목의 최고
점수를 받는다.
랭킹명단의

목적상,

종합경기는

기본

경기들로부터

별개로

다른

대회코드로

운영한다(예,

15CAN10, 15CAN10a).
19.03 : 항의 주체와 항의 방법(Who may Protest and How it is Done)
항의는 오직 팀 대표에 의해 수석심판에게 이뤄져야 하고 임명 심판이 동의하여야 한다. 항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항의에 대하여 사유를 적어야 하며 타당한 규칙 번호들을 인용하
여야 하고 반드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결과가 발표된 후로부터 5분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심판 채점 양식은 검토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다. 항의는 반드시 10분 내에 해
결되어야 한다.
19.04 : 트릭 채점지 이용(Trick Score Sheet Availability)
각 심판의 선수별 채점지는 임시 결과가 게시되는 즉시 팀 대표의 검토를 위해 15분 동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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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팀 대표의 책임 하에 선수는 자신의 채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선수의 채점지가 이 검토에 근거하여 선수의 점수표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채점지는 최초 15분 제
한보다 작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수정된 결과가 게시된 후 10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채점
지가 변경될 때 마다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더 검토가 가능하다.
19.05 : 월드 게임 – 선수 선발
a) 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b) 월드게임에 출전할 선수 인원은 54명으로 선발된다.
c) 랭킹 리스트 사용: 요청 특정 선발 날짜에 따라 해당 날짜의 IWWF 주간 랭킹 리스트가 사용됩
니다.
d) 선발 기준
1) 랭킹 명단(남자 11명 및 여자 7명(총 54명))에서 각 국가별 톱 스키선수를 선정한다. 종목당
국가별 스키 선수 1명으로 제한한다.
2) 국가당 최대 5명의 선수가 할당된다.
만약 6명의 선수가 선발되었다면, 가장 낮은 랭킹을 가진 선수는 제외된다.
1개 이상 종목에 선발된 선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4명을 선발하려면 추가 선수를 선
발해야 한다.
3) 추가 선수는 기존에 남자 11명과 여자 7명에 선정되지 않은 국가에서 상위 랭킹
선수로 선발하여 최대한 모든 5개 컨페더레이션(대륙)에서 참가자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
선수들은 종목에 관계없이 랭킹 리스트의 순서대로 선발된다.
e) 선수 교체
1) 최초 선발 후, 한 국가가 스키 선수를 대체하고자 한다면, 대체 스키 선수는 기존 남자11명
여자7명 명단에서 가장 낮은 순위의 스키 선수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명단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
2) 국가는 항목3)로부터 선수를 교체할 수 없지만, 만약 그 스키 선수 중 하나가 거절한다면,
처음에 선발되지 않은 국가들 중 다음 순위의 국가로 넘어갈 것이다.
19.06 : ANOC 월드비치게임 – 선수 선발
a) 선수 인원은 24명으로 제한한다(남자 12명 및 여자 12명).
b) 종목은 점프이다.
c) 선발 원칙은 세계 랭킹 1위부터 4위를 제외한 성별에 따라 국가별 선수 최대 1명을 선발하여
많은 국가에서 최고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상위 4명의 남자/여자 선수들은 자동으로 선발
되고 마지막으로 승인된 세계 랭킹 명단을 사용하여 다음 8명의 선수가 선발된다. 상위 4명의
선수는 국가별 최대 1명 제한사항에서 제외되지만 그들의 국가는 선발되었다고 간주된다(예 :
상위 4명의 선수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프랑스라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스키 선수가 선발
되었지만 2명의 프랑스 스키 선수가 허용된다).
10위까지 선수가 선발되었다면 11번째 및 12번째 선수들은 해당 명단에 차기 선수들이나 또
는 연맹대륙의 대표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선발된다.
선수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대체 선수가 요구된다.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수가 거부하면 그 선수는 경기에서 최하위 선수보다 높은 순위로 평가되는 한, 같은 국가
출신의 스키 선수로 대체될 수 있다. 단, 최하위 선수는 연맹 대표의 교체선수로 선발된 선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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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명단에서 다음 선수를 선발한다.

경기규칙-20. 월드컵 규칙(World Cup Rules)
월드컵 규칙은 월드컵 위원회에서 승인 될 것이며 월드컵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공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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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21. 선택적인 규칙(Optional Rules)
21.01 : 승자승 경기(Head-to-Head Competition)
승자승 경기는 이 규칙들에 상술되어 있는 정규 경기 방식(Regular Format) 대신에 거행할 수 있
다. 대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최근의 성적 내지는 세계순위에 의해
대진표가 작성될 수도 있다.
a) 경기전(Rounds) : 토너먼트는 3회의 경기전으로 이루어진다.
b) 경기운영(Cutting Procedure) : 1차 경기는 8명, 2차 경기는 4명, 3차는 2명이 경기를 한다.
c) 대진표구성(Parings) :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8명의 선수들이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로 대진이
짜여 진다. 각 대진 구성에서 높은 성적의 선수가 먼저 경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
가의 선택권이 있다. 슬라롬의 경우, 모든 선수들이 미리 결정된 동일한 로프 길이와 속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대진표 참조).
d) 총칙(General) : 각 대진 구성에서, 첫 번째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슬라롬 코스에서 입구 부
이를 통과하여 경기정을 따라 임의로 6개의 바깥을 지나 출구를 통과한다(한 패스를 구성한
다). 그 후에 경기정은 코스 바깥에서 정지하고 두 번째 선수는 두 번째 경기정을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첫 번째 선수가 부이나 게이트에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경우, 반대쪽에서 다시 코스에 진
입하여 경기를 한다. 이 코스가 끝나면, 두 번째 선수가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경기를 수행
한다.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실수할 때까지 이와 같이 계속 수행하며, 점프 및 트릭 종목도 같은 방
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한 척의 경기정 만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첫 번
째 선수가 실수할 때까지 계속 시행한 후, 두 번째 선수가 첫 번째 선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경기를 시도한다.
e) 순위결정 :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그 조(pair)의 승자가 된다.

선수들의 점수가 동

점일 경우 먼저 수행한 선수가 승자가 된다. 세 번째 라운드(최종 조)에서 이긴 선수는 본 경
기의 승자가 된다. 최종 조에서 패한 선수는 준우승 선수로 고려된다. 선택적으로, 두 번째 라
운드에서 두 명의 패자는 3위 결정을 위하여 조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이 조는 마
지막 조 전에 경기를 한다.
f) 경기정 : 모든 종목들에서 2척의 경기정이 교대로 사용된다. 그 순서는 수석심판이 결정한다.
선택적으로, 한 척의 경기정이 사용될 수 있다(d항 참조).

승자승 경기 대진표(Head-to-Head Competition Pair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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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22. 스카이플라잉 경기(Ski Flying)
22.01 : 정의 및 총칙(Ski Flying General Definition and Conditions)
스키 플라잉(Ski Flying)은 엘리트 선수들에 제한되어 있고 승인 받은 제한된 수의 경기에만 시험
되고 있는 프로모션 경기종목이다. 모든 IWWF 경기규칙은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 규칙을 대신하
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들과 수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본 경기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남자와
여자 2개 부문의 경기가 있다.
22.02 : 로프(Ski Fly Tow Lines)
선수는 스키플라잉 경기를 위하여 자신의 로프와 핸들을 구비하며, 어떤 규격 혹은 재질이든 관계
없다. 핸들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부착되어 있는 고리의 안쪽 표면에서부터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서 가장 먼 거리의 핸들 중앙부분까지 측정된 핸들부착물의 길이는 반드시 32.0m 이하여야 한다.
22.03 : 점프대(Ski Fly Ramp)
a) 점프대는 반드시 오픈상태로 +7도 및 +5도의 허용범위를 유지하는 점프경기 코스와 평행상태
를 이뤄야 한다.
b) 점프대 표면은 반드시 규칙 10.02 f)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최대편차가 평면에서 5.0cm의 편
평도를 갖춰야 한다.
c) 점프대는 오른쪽 방향으로 에이프런을 댄 경사진 평면이 되어야 한다. 점프대의 사양은 다음의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면으로부터 길이 : 모든 점에서 7.35~7.50m(7.45m 권장)
2. 점프대의 높이 : 1.78m(7.45m 지점에서) - 각도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각은 0.239±0.003도.
22.04 : 견인봉 사양(Ski Fly Pylon Specifications)
견인봉의 높이는 1.30m를 넘지 못한다. 규칙10.01 c) 참조.
22.05 : 관람용 기준 부이(Ski Fly reference buoys for spectators)
기준거리 부이들은 매 3m 기준으로 배치된다. 67m지점에서 85m 지점까지를 권장한다. 그 부이
들은 관중용 기준 부이들이며 점프선수에게 방해가 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2.06 : 경기정의 최소 요건(Ski Fly boat minimum qualification)
선수는 스키플라잉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L 또는 R급 토너먼트 대회에서 최소 60.8m의 공인점
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자 선수는 동일한 조건에서 45.0m의 공인점수를 갖춰야 한다.
22.07 : 경기정 속도(Ski Fly boat speeds)
a) 속도조절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b) 남자부문 최대속도는 72kph.
c) 여자부문 최대속도는 66kph.
d) 선수가 선택한 속도는 82m 구간에서 일정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 속도는 41m 구역에서 출발속도에 8kph를 증가시킬 수 있다.
f) 타이밍 표(주의 : 1*구간만 시간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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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빠름

실속도

느림

57

5.11

5.18

5.25

60

4.86

4.92

4.99

63

4.63

4.69

4.75

66

4.42

4.47

4.53

69

4.23

4.28

4.33

72

4.05

4.10

4.15

22.08 : 세계 기록(Ski Fly World Records)
세계기록이 달성될 경우, 그 대회장에서 대회 호몰로게이터와 수석심판의 권한 하에 공식적으로
공표한다.
22.09 : 코스(Ski Fly Course)
스키 플라잉 점프코스 규격
규격

범위

210m(length)

207.9m-212.1m

210m(off-line)

-.5m to + .5m

82m

81.59m-82.41m

41m

40.795m-41.205m

19m

18.85m-19.15m

23.0m

22.85m-23.15m

10m

9.8m- 10.2m

5m

4.90m-5.10m

4.0m

3.90m-4.10m

스키 플라잉 점프코스 부이색깔
부이

색깔

19st

빨강

23st

빨강

19mt

노랑

23mt

노랑

19et

빨강

23et

빨강

19ec

노랑

23ec

노랑

210m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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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23. 기록(Records)
23.01 : 기록 공인(What Records are Recognized)
IWWF는 오픈 남녀 디비전과 주니어 남녀 디비전의 트릭 점수, 슬라롬 성적 및 점프 거리 및 개
인종합 점수에 대한 세계 기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추가로, 각 대륙(Confederations)은 세계기록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대륙의 기록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륙연맹들은 IWWF에서 승인한 기
록 이외의 디비전 기록을 승인할 수 있다. 하나의 기록이 인정되는 대륙연맹은 대회 개최지보다
선수의 국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3.02 : 기록 공인 대회(Tournaments Where Records May Be Set)
기록은 오직 IWWF, 대륙연맹, 국가연맹 또는 IWWF 토너먼트평의회에서 기록경기(Record
Capability Event)로서 호몰로게이트된 대회들에서만 작성될 수 있다.
어느 한 대회에서, 4 경기전(round) 이내로 기록을 세울 수 있다.
23.03 : 점프 기록(Jump records)
점프는 현재의 공식기록을 초과하는 경우, 신기록이 된다. 그 거리가 수립된 기록과 동일한 경우,
선수는 이미 수립한 기록과 공동 보유자가 된다.
23.04 : 슬라롬 기록(Slalom Records)
슬라롬 성적이 현재의 공식기록보다 1/4점을 넘어설 경우, 그 성적은 신기록으로 인정된다. 성적
이 동일한 경우, 선수는 이미 수립한 기록의 공동 보유자가 된다.
a) 로프(핸들과 로프)의 길이는 호몰로게이터의 책임 하에 주행 후 15분에 출발요원에 의해 도크
에서 측정돼야 한다. 로프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것은 정상적인 실온 상태에서 대회 임
원들에 의해 유지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테스트되어야 한다. 그 로프가 여전히 1시간 후에도
허용범위 밖에 있다면, 그 기록은 기각되고 점수는 유지시키도록 한다.
23.05 : 트릭 기록(Trick Records)
트릭 성적이 현재의 공식기록을 넘어설 경우, 그것은 신기록으로 인정된다. 기록이 동일한 경우,
선수는 이미 수립한 기록의 공동 보유자가 된다.
23.06 : 오픈 부문 개인종합 기록(Open Division Overall Records)
현행 개인종합 세계기록의 종목별 점수표
구분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남자-조엘 폴란드
(Joel Poland)

2@10.25

11620점

69.00m

2660.12

여자-베르드니카바 나탈리아
(Berdnikava Natalia)

3@11.25

9740점

58.00m

3177.26

개인종합성적은 현재의 공식기록보다 0.01점 이상까지 초과될 경우 새로운 기록이 되어야 한다.
동점일 경우 선수는 수립된 기록에 대하여 공동 보유자가 된다. 채점은 다음의 도표에 제시한 점
수에 기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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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 종목 기록 기본점수표
구분

슬라롬

트릭

점프

남자부

1@9.75M(49)

11680점

67.8m

여자부

1@10.25M(43)

8580점

50.5m

잠재적 신기록 계산을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라인 양식들은 http://www.iwsf.com/rules/OverallRecordCalculator.htm에 있다.
남자 개인종합 기록 계산기-현행기록 2660.12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여자

기본점수
2.50@9.75(50.5)
12570점
77.4m

성적

개인종합기록 계산기-현행기록 3177.26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기본점수
1@10.25(43)
8580점
50.5m

성적

종합성적 기록(Overall Records)은 해당 대회 종목별 기록이 인정됨으로 종합성적을 위한 별도의
경기는 개최하지 않는다.
종합성적기록을 위해 각 종목은 대회장에서 적합한 종목심판들에 의해 만들어진 트릭, 슬라롬, 점
프종목의 재확인과 함께 별도의 기록으로 처리된다. 종합성적 기록을 위해, 3 종목신청서는 토너
먼트평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종합성적 기록은 개별적인 부분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인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종목이 승인
될 때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3.07 :

21세 이하 기록(Under 21 Records)

현 21세 이하 기록
소년부
3@10.25
12050
69.00m

슬라롬(Slalom)
트릭(Tricks)
점프(Jump)

소녀부
2@10.25
10790
54.60m

23.08 : 21세 이하 종합 기록(Under 21 Division Overall Records)
현 세계 개인종합 기록 경기종목별 점수
남자Joel Poland
여자Brooke Baldwin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1@/10.25

11030

65.7m

2796.92

2@11.75

7920

49.3m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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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 성적은 그것이 현행 공식기록보다 0.01점 이상 초과되는 경우라면 신기록이 된다. 그 점
수가 같을 경우, 선수는 수립된 기록에 대하여 공동 보유자가 된다. 채점은 다음의 표에 언급된
점수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21세 이하 개인종합 경기기록 기준 점수
슬라롬
2.50@9.75(50.5)
2.00@10.25(46.5)

남자부
여자부

트릭
12570
11260

점프
77.4m
60.3m

잠재적 신기록 계산을 위해, 위의 표를 사용하시오.
온라인 표는 http://www.iwsf.com/rules/OverallRecordCalculator.htm
21세 이하 남자 개인종합 경기기록 계산기- 현재 기록 2534.20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기본점수
2.50@9.75(50.5)
12570점
77.4m

성적

21세 이하 여자 개인종합 경기기록 계산기- 현재 기록 2304.03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기본점수
4.50@10.25(46.5)
11260점
60.3m

성적

개인종합 기록은 각 종목의 분명한 라운드가 있고 성적이 동일한 라운드에서 모두 있는 한 어떠
한 개인종합 경기도 없을 경우 토너먼트에서 작성될 수 있다.
개인종합 기록의 경우, 각 세부종목은 별도의 기록으로 취급되며, 경기장에서 해당 종목심판이 트
릭 검토, 슬라롬 검토 및 점프 검토를 수행한다. 개인종합 기록을 위해, 3종목 신청서는 토너먼트
위원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종합 기록은 개별적인 종목 요소 자체가 기록인 경우 각 개별 종목 요소가 승인될 때까지 승
인될 수 없다.
23.09 :

17세 이하 기록(Under 17 Records)

현 17세 이하 기록
슬라롬(Slalom)
트릭(Tricks)
점프(Jump)

소년부
2.00@10.25
12050
59.1m

소녀부
2@10.75
10440m
46.0m

23.10 : 17세 이하 종합 기록(Under 17 Division Overall Records)
현 세계 개인종합 기록 경기종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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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Martin Labra
소녀부Brooke Baldwin

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

2@/11.25

10660

54.1m

2556.77

2@10.75

8670

43.5m

2710.63

개인종합 성적은 그것이 현행 공식기록보다 0.01점 이상 초과되는 경우라면 신기록이 된다. 그 점
수가 같을 경우, 선수는 수립된 기록에 대하여 공동 보유자가 된다. 채점은 다음의 표에 언급된
점수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개인종합 경기기록 기준 점수
남자부
여자부

슬라롬
1@9.75(49)
1@10.25(43)

트릭
11680
8580

점프
67.8m
50.5m

잠재적 신기록 계산을 위해, 위의 표를 사용하시오.
온라인 표는 http://www.iwsf.com/rules/OverallRecordCalculator.htm
소년부 개인종합 기록 계산기- 현행 기록 2256.77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종합

기준
1.00@10.25(55)
12050
59.1m

점수

소녀부 개인종합 기록 계산기 2754.70
경기종목
슬라롬
트릭
점프
종합

기준
2.00@10.75(50)
10440
46.0m

점수

개인종합 기록은 각 종목의 분명한 라운드가 있고 성적이 동일한 라운드에서 모두 있는 한 어떠
한 개인종합 경기도 없을 경우 토너먼트에서 작성될 수 있다.
개인종합 기록의 경우, 각 세부종목은 별도의 기록으로 취급되며, 경기장에서 해당 종목심판이 트
릭 검토, 슬라롬 검토 및 점프 검토를 수행한다. 개인종합 기록을 위해, 3종목 신청서는 토너먼트
위원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개인종합 기록은 개별적인 종목 요소 자체가 기록인 경우 각 개별 종목 요소가 승인될 때까지 승
인될 수 없다.
23.11 : 동점(Ties in an Event)
토너먼트 종목 라운드에서 동일한 성적의 경우, 어떤 스키 선수가 그 경기의 최종 우승자가 되든
지에 관계없이 그 기록은 공동 보유되어야 한다.
23.12 : 기록 양식 및 기준(Record Forms and Criteria)
장비, 코스 및 기록 측정 장비의 사양들은 ‘공식 IWWF 기록 서식(Official IWWF Record Forms)’
에 의거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 양식은 반드시 지역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Group Tou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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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Chairman), 수석심판 및 그 외 요청한 경기임원들(Officials)이 작성하여 공인하여야 한
다.
이 기록 양식은 트릭 혹은 슬라롬 경기기록을 위하여 경기 수행 장면이 반드시 비디오로 기록되
어야 한다.
a) 슬라롬 : 경기정 영상, 게이트 영상, BPMS 데이터(지난 2 패스) 그리고 최종코스영상은 경기
규칙 요구조건에 따른다. 종목심판들은 본 경기규칙에 준하여 영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영
상들은 기록서식과 함께 IWWF 토너먼트평의회장에게 보낸다.
비디오/BPMS 데이터는 경로가 규칙 8.15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b) 트릭 : 영상은 규칙 15.15에 따라 촬영해야 한다. 이 영상물은 기록 확인을 위하여, 종목심판
이 정상속도(regular speed)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기록 확인이 대회 중에 기록된 점수를 변
경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점수는 기록 제출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영상은 기록서식과 함
께 IWWF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토너먼트평의회는 트릭종목
의 시기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결정한 처리과정을 이용해야 한다.
c) 점프 : 영상 점프측정기가 요구된다. 현재 인정받은 점프측정기들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설명

코손
Corson

사진측정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카메라 1대와 그리드 부
이를 요구하며, 밥 코손(미국)이 개발.

올라프 뵈처
Olaf Boettcher
일본
Japan

카메라 2대의 삼각측정시스템으로 올라프 뵈처(독일)가 개발.
카메라 3대의 삼각측정시스템으로 일본에서 개발.

펠릭스 로레토
Felix Loreto

카메라 2대의 삼각측정시스템으로 펠릭스 로레토(페루)가 개발.

스플레쉬 아이
SplashEye

사진측정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카메라 1대와 그리드 부이
를 요구하며, 도널 코넬리(아일랜드)가 개발.

호몰로게이터(Homologator)는 영상 점프 부이 코스에서 영상 점프 부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측
정한다(사용될 경우).
영상 점프 기록의 제출은 측량술(survey) 자료, 영상 사본, 점프 녹화분 중의 gif 형식의 파일,
녹화 점프 gif로 포맷이 된 파일에서 어떤 부이가 불분명한 경우 영상 그리드 박스의 gif 형식
의 파일, 그리고 독립적 확인을 허용학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적합한 모든 환경설
정(configuration) 파일과 설치(setup) 파일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전자적으로 포맷된 영상들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디지털 파일은 틀림없이 avi 형식의 파
일이어야 한다. DVD 동영상(movies)으로 구성된 파일은 타이밍 목적의 정확한 프레임 통합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락될 수 없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일들은 전자우편이나
CD나 DVD와 같은 물리적 매개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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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기록 관리(Record Administration)
a) 세계기록은 오직 IWWF, 대륙연맹 혹은 가맹한 국가연맹(National Federation)이 승인한 대회
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대륙연맹이나 연맹은 기록능력 같은 특정 경기
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오직 이렇게 정한 경기들에서의 성적만이 세계기록을 위해 고
려된다.
b) 세계기록이 수립될 수 있는 대회에서, 대회 호몰로게이터(Tournament Homologator)는 IWWF
기록 신청 양식(Record Application Form)이 요구하는 기술정보를 수석심판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c) 수석심판은 요구되는 신청서를 완벽히 할 책무가 있다. 완벽하게 작성한 기록 신청서는 경기
종료후 1주일 내에, 다음의 단체들로 송부해야 한다.
- 선수의 소속 국가연맹(Skier's National Federation)
- 기록 수립 지역의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
- IWWF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
기록 신청 양식이 적절히 작성되지 않았거나, 모든 규칙들이 명시된 1주일(7일)의 시간제한 내
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기록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d) 신청양식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받은 즉시, IWWF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은 동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IWWF 토너먼트평의회 위원들과 IWWF 회장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은 토너먼트평의회의 최종인가를 기다렸다가, 공식이 된다.
f) 토너먼트평의회는 정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들의 승인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g) 기록은 토너먼트평의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는 경우, 재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투표는
없다.
h) 기록은 그 성적이 승인받은 한 경기 동안 달성된 경우에만(규칙 16.02 참조) 승인받을 수 있
다. 순위 결정 재경기(Run Off of a Tie) 동안 수립한 기록 성적들은 수락되지 않는다.
i) 대회 호몰로게이터와/또는 수석심판이 이러한 의무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지역
토너먼트평의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아, IWWF 집행부(Executive Board)가 직접 승인여부를 결
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j) 세계 기록 가능성이 있는 성적이 발생하여 그것이 의도적으로 세계기록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 대회 호몰로게이터ㆍ수석심판ㆍ선수 및 연맹은 IWWF 토너먼트평의회와 IWWF 집
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징계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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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24. 세계랭킹명단(World Ranking List)
세계랭킹명단(World Ranking List, 이하 ‘WRL’라 칭함)은 각 종목별로 가장 우수한 남녀 선수들의
성적으로 순위를 매긴 명단이다. U14, 주니어, 21세 이하, 35세 이상, 45세 이상, 55세 이상, 65
세 이상의 명단들도 해당 연령 기준에 충족되는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지며, 해당 연령부문 경기규
칙 하에 이뤄진 경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약 한 선수가 자신의 연령 부문에서 다른 연령 부문(U14, U17 제외)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령부문을 변경할 때, 58, 55, 혹은 52에서의 한 슬라롬 점수는 55, 52, 혹은 49
의 어떤 속도에서든 한 점수와 동일하다. 한 점프 점수는 속도/점프대 높이와 관계없이 수락된다.
위에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소속의 그것과 다른 연령 범주에서 수행한 점프 수행은 스키어 연
령, 요청 속도 및 점프대 높이에 관계없이 21세 이하 또는 오픈 디비전 랭킹 목록에서만 사용된
다.
랭킹은 2개의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한 2개의 별도의 대회를 통해 세운 가장 좋은 2개의 점수의
평균값에 근거한다. 각 대회의 종목별 한 점수만 고려된다. IWWF의 각 연맹은 그 성적들이 취해
지는 기록 능력 혹은 세계 순위 명단 대회들을 승인한다. 승인 연맹이나 지역은 그 성적들을 그것
들이 기록된 스코어북(score book) 책자들로부터 취합하여 제출한다.
랭킹 목록에 제출된 11,000 포인트를 초과하는 어떤 트릭 점수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
켜야 한다.
a) “R급” 토너먼트에서 수행되어야 함.
b) “L급” 토너먼트에서 수행되어 토너먼트 평의회가 임명한 3명의 심판에게 승인받아야 함.
선수가 오직 한 개의 자격이 되는 성적을 기록할 경우, WRL에 자격이 될 수 없다. WRL에서 동점
순위는 동점순위를 깨뜨리기 위해 먼저 가장 높은 점수를 취하는 것으로 깨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점수가 뒤를 잇고, 세 번째 점수가 그 뒤를 잇는 등, 계속 이어질 것이다.
L급 대회에서의 어떤 성적이 현행 세계기록을 초과하면, 현행 기록 밑의 증분 값으로 랭킹명단에
등재된다. 어떤 기록점수가 R급 대회에서 달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확
한 점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별도의 랭킹명단 개인종합은 토너먼트 체제에 의하여 한 대회의 종목별로 확정된 점수를 근거로
계산된다. 이것은 개인종합점수가 오직 한 대회에서 세운 종합성적을 달성함으로 WRL에 등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수의 대회들(multiple tournaments)에서 달성한 종목 점수들은 종합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합산될 수 없다. 개인종합점수는 한 대회 한 라운드에서 취해져야 한다. 한 대회의
라운드들은 개최자들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복수의 라운드를 갖는 대회에서 선수가 경기하는 첫

시간에 근거하지 않는다.
랭킹명단 종합경기 채점 기준
Under-14 소년부

Under-14 소녀부

슬라롬

2.00@55/11.25(56 buoys)

2.00@52/11.25(56 buoys)

트릭

6630

5300

점프

35.3

27.0

오픈, 주니어, 21세이하 남자

오픈, 주니어, 21세이하 여자

슬라롬

1.00@58/9.75(49개 부이)

1.00@55/10.25(43개 부이)

트릭

11680점

8580점

점프

67.8m

50.5m

- 105 -

35세이상 남자

45세이상 남자

55세이상 남자

트릭

11100

5400

3200

65세이상 남자
2@11.25 (50
buoys)
3000

점프

60.7

53.0

46.0

33.0

35세이상 여자

45세이상 여자

55세이상 여자

슬라롬 1@10.25(43 buoys) 3@10.75 (45 buoys) 5@11.25 (53 buoys)

트릭

6000

4200

3700

65세이상 여자
4@14.25 (34
buoys)
2100

점프

41.7

38.0

34.4

18.3

슬라롬 2@11.25 (38 buoys) 2@11.25 (44 buoys) 2@11.25 (50 buoys)

랭킹 리스트 종합 공식 :
트릭 :
모든 부문
선수의 점수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슬라롬 :
U14
선수의 점수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부이계산은, 소녀부는 40/18.25부터 계산하고, 소년부는 43/18.25부터 계산함.
U17
선수의 점수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 12)
부이계산은, 소녀부는 49/18.25부터 하고 소년부는 52/18.25부터 계산함.
U21 및 오픈
(선수의 점수 + 12)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 12)
부이계산은, 여자부는 55/18.25부터 계산하고, 남자부는 58/18.25부터 계산함.
35세 이상
선수의 점수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35세이상 : 여자부는 52/18.25부터 계산하고 남자부는 55/18.25부터 계산함.
45세이상 : 여자부는 49/18.25부터 계산하고 남자부는 52/18.25부터 계산함.
55세이상 : 여자부는 43/18.25부터 계산하고 남자부는 46/18.25부터 계산함.
65세이상 : 여자부는 40/18.25부터 계산하고 남자부는 43/18.25부터 계산함.
점프 :
U14 소녀부 :

((선수의 점수-10)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0))

U14 소년부 :

((선수의 점수-7) ×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7))

여자 주니어 :

((선수의 점수-17)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7))

남자 주니어 :

((선수의 점수-25)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25))

U-21 여자 :

((선수의 점수-25)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25))

U-21 남자 :

((선수의 점수-17)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7))

여자 오픈 :

((선수의 점수-25)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25))

남자 오픈 :

((선수의 점수-17)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7))

3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점수-7)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7))
3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점수-20)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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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점수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4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점수-15)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5))
5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점수+5)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5))
5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점수-10)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0))
65세 이상 여자 : ((선수의 점수+10)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10))
65세 이상 남자 : 선수의 점수 x 1000/랭킹명단 종합점수 기반
WRL이나 기록들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최대 경기전 수는 어떤 경기(이것은 동일한 경기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날을 의미)든지 4회전으로 제한된다.
L급 및 R급 호몰로게이션 목적들을 위하여, (슬라롬, 트릭, 점프 각 종목에서) 한 대회 또는 최대
4 라운드로 허용된 대회들은 동일한 경기장 코드에서 다음

대회 3일 전까지 계속돼야 한다.

여러 날짜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하여 결과 날짜는 그 대회의 마지막 날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WRL에 등재할 자격이 되려면, 대회는 그 대회 15일 이내에 IWWF 호몰로게이션 서류를 게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링크를 접속하여 그 서류를 업로드 함으로 이뤄질 것이다.
http://www.iwsftournament.com/homologation/UploadDossiers.htm
그 WRL에 등재되려면, 토너먼트는 그 토너먼트 15일 이내에 그 결과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것
은 EMS와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여 결과지(올려진 리스트나 혹은 스코어북(scorebook))를 업로드
함으로 이뤄질 것이다.
http://www.iwsftournament.com/homologation/UploadScorebooks.htm
일정 및 제출절차(SCHEDULE AND SUBMISSION PROCESS)
a) 10월 31일 : 11월 랭킹 리스트 마감일
1. 11월 15일 - 11월 리스트에 대한 점수 제출의 마지막 허용 날짜
2. 11월 30일 - 리스트는 30일의 수정 기간과 함께 게시
3. 12월 – (첫 개시 30일 후) 11월 리스트 최종 결정
b) 4월 30일- 5월 랭킹 리스트 마감일
1. 5월 15일-

5월 리스트에 대한 점수 제출의 마지막 허용 날짜

2. 5월 31일- 리스트는 30일의 수정 기간과 함께 게시
3. 6월- (첫 개시 30일 후) 5월 리스트 최종 결정
점수들은 다음의 양식에 맞춰 전자 제출하면 된다.
하나의 기록은 두 개의 경기전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3종목 선수가 제시한 양식에 6개 기록을 기
재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정확한 양식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정보를 빠뜨린 채로 제출한 점수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며 해당
연맹으로 되돌려 보내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공식 랭킹명단은 2개 가 더 있다. 일별 명단과 매주 화요일마다 발행되는 주간명단이다. 주간명단
은 보관되며, 이전 명단도 이용할 수 있다. 두 명단은 계산 당일까지 제출된 토너먼트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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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적 기록에 대한 자료 형식(Data format for individual performance records)

소수점
자리

구분

칸명

유형

너비

1

성

문자

20

대문자로 기입

2

이름

문자

20

보통글자로 기입(예, John Michael)

3

선수

문자

11

연맹 특정부호

4

지역

문자

1

1, 2, 혹은 3

5

국명

문자

3

규정 IOC 코드

6

성별

문자

1

M 혹은 F

7

대회명

문자

8

수문자 부호, 보통(연도+국가코드+숫자) 09FRA015

8

슬라롬(SL)

숫자

5

9

트릭(TR)

숫자

5

10

점프(JU)

숫자

11

ALT_SCORE

12
13
14

유의사항

2

오직 최대속도에서 부이 수

5

1

미터표시(소숫점 한자리까지 표기)

숫자

7

2

슬라롬 점수의 경우, 마지막 패스의 부이점수
점프의 경우, 선택적 사용거리(ft)
트릭의 경우, 빈칸

생년(YOB)

문자

4

네자리 연도로 변경

등급(CLASS)
경기전(Round

문자

1

순위리스트 성적용 R 혹은 L 기입(35세 이상 E).

문자

2

)

부문
(지역부문 - 개인종합경기를 따라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15

부문(DIV)

문자

12

16

트릭자격1

숫자

6

17

트릭자격2

숫자

2

슬라롬과 점프는 오직 속도로

18

날짜

날짜

8

트릭수행날짜(텍스트일지라도, YYYYMMDD)

19

특수

문자

1

20

속도조절

문자

1

Y=네, N 혹은 빈칸=아니요

21

슬라롬_실수

문자

1

* 첫 패스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이미 적용됐다면 선택적)
종목순위-최종순위 사용
각 경기기록에서, 만일 선수 2위에 있고 경기가 3 라운드
였다면, 각 라운드는 2위를 나타낸다.
또한, 선수가 토너먼트가 각 부문에 상응하는 일련의
순위들을 갖기 위해 치러진 부문 순위가 있다.

22

순위

숫자

3

23

IWWF

문자

12

24

대회장 ID

문자

8

계

3

슬라롬 로프길이로(14.25, 13.00, 등)
점프 도약대 각도로(235, .255, .271)

주니어 경기규칙 하에 수행하여 이뤄진 경우, J
스키플라잉 수행의 경우, F

0

IWWF 라이센스 번호로서 각 선수에게 IWWF가 부여함.
대회장소 부호, 국가 부호, 특정 스키장을 나타내는
4자리 숫자가 붙는 부호.
여러 개의 대회 장소는 한 장소 부호화로 될 것이다.

148

클럽(Club), 주(State), 혹은 리그(League) 등의 칸 추가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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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력된 보기를 볼 수 있다.
HINMAN;Dana;USA1234;;USA;M;98S056R;46.50;;;4.50;1980;R;1;IB;13.00;58;19980524;;Y;;3;US
AM80123459;USA0001
HINMAN;Dana;USA1234;;USA;M;98S056R;;4100;;;1980;R;1;IB;;;19980524;;Y;;10;USAM80123459;
USA0001
HINMAN;Dana;USA1234;;USA;M;98S056R;;;52.8;173.0;1980;R;1;IB;0.255;51;19980524;;Y;;1;US
AM80123459;USA0001
1라운드는 모두 3종목들을 a(구분문자)로 나타낸다.
ID번호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공란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연맹은 가능한 빨리 ID번
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생년월일은 의무적이다.
특수 조건 부호(Special Condition Code)는 2가지 경우이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선수가 주니어 연령이고 경기가 주니어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을 경우엔 J.
2. 경기가 스키플라잉 경기라면 F.
WRL은 현재 1년에 2회,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1년이 채 못 된 상태에서 그 결과가 발표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경기결과 마감 기간(위에 명시된) 이후 30일까지 언제든지 제출된다. 그리고 나
서, 예비 WRL이 발행될 것이다. 인정받은 변경사항들은 예비 WRL이 발표된 후 30일 동안 제출
될 수 있다. 그 시점이 되면, 경기결과들은 마감되고 최종 WRL 명단이 발표된다.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확인과정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은 제출하는 단체의 책임이다. 대회 데이터는 모든 대회의 데이터가 유효할 때까지 수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처리과정은 다음의 주소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제출함으로 끝난다.
http://www.iwsftournament.com/homologation/IWWFRankingScoresUpload.php
그 명단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IWWF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http://www.iwwfed.com/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발표물에 접속할 수 없을 경우, 소속연맹이나 지역 집행부에 연락하여,
예비 또는 최종 WRL을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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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25. 호몰로게이션 일반지침(General Homologation Guidelines)
25.01 : 총칙(General)
경기규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선수가 판단할 경우, 그는 경기 중에 수석심판
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한 경기가 다음 주말에 동일한 경기장에서 치러질 경우, 호몰로게이터는 전체적인 호몰로게이션
작업을 다시 한 번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
한 점검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호몰로게이터는 반드시 경기 내내 경기장에 참석하고 있어야 한다.
25.02 : 서류(Dossier)
전자 호몰로게이션 서류 체크리스트는 호몰로게이션 서류 제출 기능(Submit Homologation
Dossier function)을 경유하여 www.iwwfed.com으로 업로드 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5.03 : 속도조절기(Speed Control)
속도조절기에 대한 보정(calibration)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혹은 선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대회 호몰로게이션 통지서에는 속도조절기의 제조사와 모델이 언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특징들
이나 설정 사항들이 이용될 수 있다(예, 퍼펙트패스를 위해서 웨이크보드 또는 트릭 모드를 트릭
경기에 사용할지 여부).
25.04 : 기록능력 및 랭킹명단 최소 대회 기준표(Record Capability and Ranking List Minimum
Competition Standards)
구분
발표전
지역 승인단
경기전 수
이해상충 규칙
수석심판
대회 호몰로게이터
계산원
드라이버
중복 의무

슬라롬(SLALOM)
경기코스 검사
슬라롬 코스
허용범위
부이
타이밍
최종코스영상
영상촬영법

세계기록(World Record)
순위리스트(Ranking List)
보유(Yes) *4 참조
보유(Yes)
승인(Yes)
승인(Yes)
4
4
(3.04) 참조
(3.04) 참조
Level 2 심판
Level 2 심판
Top 2 등급
Top 2 등급
지역수준 *1 참조
지역수준 *1 참조
2급 이상
3급 이상
다음 보직들 중에 어떤 보직이든 2개를 겸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을 것임
: 수석심판/드라이버/계산원/호몰로게이터/심판 (*5 참조)

측량술(survey) *2 참조
측량술(survey) *2 참조
승인된 디자인 외에 단일중심부유선 승인된 디자인 외에 단일중심부유선
없음. *3 참조
없음. *3 참조
경기규칙 준용
경기규칙 준용
측정
측정
자동
자동
요구
요구
최종코스부이 화면 폭은 최소1/6이
지역표준 *1 참조
고, 한쪽 최종코스를 위해 1/3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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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됨.
요구
요구
양 옆에서 완벽한 측정
2급5명

요구되지 않음
요구되지 않음
양 옆에서 완벽한 측정
최소 2급 심판 3명과 3급 심판 2명

보조타이머

혹은 2급 3명
적용불가

또는 2급 심판 2명과 3급 심판 1명
적용불가

트릭(TRICKS)
경기코스 검사
허용범위
타이밍
영상촬영

시각
경기규칙 준용
영상 타이밍
실시

시각
경기규칙 준용
영상 타이밍
실시
최소 2급 심판 3명 그리고 3급 심판

경기정 영상
게이트 영상
심판타워
심판진

2급 심판 5명 혹은 즉각적인 리뷰가
심판진

가능했을 때 2급 3명.

심판 1명

규칙 10.11 참조
타이머
승선심판

2명 혹은 2급 심판 2명 그리고 3급
규칙10.11참조
3등급 이상
대륙연맹 기준*

2등급 이상
대륙연맹 기준*

점프(JUMP)
경기코스 검사
측량술(survey) *2 참조
측량술(survey) *2 참조
허용범위
경기규칙 준용
경기규칙 준용
타이밍
자동
자동
각도계
적용불가
적용불가
고정점의 차이
적용불가
적용불가
영상 점프 측정
요구됨
요구됨
점프거리 계산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확인
확인
확인
심판진
2급 3명
2급 최소 2명/3급 1명
영상심판
2급
2급 최소 1명/3급 1명
보조타이머
적용불가
적용불가
속도조절기
요구됨
요구됨
호몰로게이션 서류
IWWF 전자 호몰로게이션 서류 요구 IWWF 전자 호몰로게이션 서류 요구
*1. IWWF의 3개의 지리적 지역들 각각의 수상스키평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될 기준을 만들어
야 한다.
모든 R급 혹은 L급 토너먼트 대회는 IWWF 경기 규칙서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2. 2개 지점 측정술(2 station surveys)은 L급 이하 대회를 위해 허용된다. 레이저 범위 탐색기
(Laser range finder)를 갖춘 3개 지점 또는 1개 지점 측정술이 R급 대회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개 지점 측정술을 위해 2번째 지점에서 잡는 각도만 권장된다.
*3.

사용될

하나의

중심선(Single

Center

Line)

코스를

위하여,

부이지지구조물(Support

Structure)은 틀림없이 견고해야 한다. 부이지지구조물은 케이블과 무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 그 구조물은 반드시 부이 3개의 선이 그 케이블과 수직 상태임을 보증해야 한
다. 중앙 케이블은 반드시 직선 상태로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규칙(25.5)의 설계도를 참
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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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급 대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경기는 무조건 30일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들
은 http://www.iwsfrangking.com/2014/showrecordtournaments.php를 통해서 게시된다.
제시된 경기임원진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가 완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에
부여된 최대 수준의 호몰로게이션은 L급이 될 것이다. 대회는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여 이 경기
일정에 게시될 것이다. http://www.iwsfranking.com/2014/RTournament.htm
*5. 겸임 : (수석심판, 계산원, 호몰로게이터, 드라이버)
수석심판은 심판진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자격이 된다면 호몰로게이터가 될 수 있다.
호몰로게이터가 자격이 된다면 패널심판 또는 계산원이 될 수 있다.
계산원이 자격이 된다면 패널심판 또는 호몰로게이터가 될 수 있다.
드라이버는 한 대회에서 2가지 역할을 할 수 없다. (동일한 시간대에 불가하다. 드라이버와 심
판, 드라이버와 계산원 또는 드라이버와 호몰로게이터) 그러나 만약 자격이 된다면 다른 경기
에서 다른 보직을 가질 수 있다.
겸임이 문제가 될 경우, 최종결정은 종목심판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겸임은 두 개 직능으로 제한되지만, 그러나 가능한 피해야 한다.
25.05 : 공식 경기장 코스 부유 시설도(Allowable Structure for a Floating Course)
각각의 프레임은 케이블에 따로 연결되어 있다.
프레임은 물에서 반드시 수평상태가 되어야 한다.
프레임의 2개의 메인 바(main bars)는 반드시 수직이 되어야 하고 그 당김 와이어(guy wire)의 길
이는 반드시 90° 각을 유지하도록 계산되어 사각의 프레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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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삼각형 내접원 알고리즘(Specific Inscribed Circle Algorithm Description)
(1가지 유형의 영상시스템이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산방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삼각형의 꼭지점들의 정확한 지점들이 알려진 내접원에 대한 대수학적 해법에서는 삼각형의 꼭지
점들이 일반삼각법(Normal Trigonometric Solution)을 통해서 계산된다.

r = SQRT[(cp-a)*(p-b)*(p-c)/p] P = (a+b+c)/2
X1 = Xa+(p-a)*(Xc-Xa)/b

Y1 = Ya+(p-a)*(Yc-Ya)/b

X2 = Xa+(p-a)*(Xb-Xa)/c

Y2 = Ya+(p-a)*(Yb-Ya)/c

X3 = Xb+(p-b)*(Xc-Xb)/a

Y3 = Yb+(p-b)*(Yc-Yb)/a

일반공식(X-h)^2 + (Y-k)^2 = Υ^2을 이용하여 (X1, Y1), (X2, Y2) 및 (X3, Y3)로 대입하여 3개
의 방정식을 계산한다.
X1^2 - 2*X1*h + h^2 + Y1^2 - 2*Y1*K + K^2 - γ^2 = 0

(1)

X2^2 - 2*X2*h + h^2 + Y2^2 - 2*Y2*k + k^2 - γ^2 = 0

(2)

X3^2 - 2*X3*h + h^2 + Y3^2 - 2*Y3*k + k^2 - γ^2 = 0

(3)

식 (1)에서 식 (2)를 뺀 것을 식 (4)라하고 식 (2) 에서 식(3) 을 뺀 것을 식 (5)라 한다.
X1^2 - 2*X1*h - X2^2 + 2*X2*h + Y1^2 - 2*Y1*k - Y2^2 + 2*Y2*k = 0
(4)
X2^2 - 2*X2*h - X3^2 + 2*X3*h + Y2^2 - 2*Y2*k - Y3^2 + 2*Y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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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4)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식 (6)을 만든다.
h*(2*X2-2*X1)=-k*(2*Y2-2*Y1)+Y2^2-Y1^2+X2^2+X2^2-X1^2
(6)
식 (5)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7)을 만든다.
h*(2*X3-2*X2)=-k*(2*Y3-2*Y2)+Y3^2-Y2^2+X3^2-X2^2
(7)
이 식들을 대입하면
A = 2*X-2*X1

B = 2*Y2-2*Y1 C = Y2*Y2-Y1*Y1+X2*X2-X1*X1

D = 2*X3-2*X2 E = 2*Y3-2*Y2 F = Y3*Y3-Y2*Y2+X3*X3-X2*X2
식(6)으로 부터 h=(C-B*R)/A
(8) 식(7)로 부터 h=(F-X*R)/D
(9) (8)=(9)때문에
k=(D*C-A*F)/(B*D-A*E)
h=(F-X*R)/D
여기서 h는 내접원 중심의 X좌표이고 k는 내접원 중심의 Y좌표이다. 주의 : X2=X3일 경우, 답은
약분되지 않으며 삼각형 꼭지점들은 얻어내기 힘들게 된다. 이것은 R의 분모를 조정하게 된다. 그
러나, 각각의 값들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기 드물다. 하지만, 세계기록 점프 시도 시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시험을 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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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호몰로게이션 서류(Homologation Dossier)
국제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맹 호몰로게이션 서류
International Water Ski and Wakeboard Federation Homologation Dossier : 호몰로게이션 서류
:
중요한 유의사항(IMPORTANT NOTICE) :
호몰로게이터의 업무에 여분의 일에 대한 시간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양식의 취지는 아니
며 오히려 일반 스키 대중에 대하여 기술적인 노력의 가시성을 주는 신속한 확인 목록을 제공하
고자 하는데 있다. It is not the intent of this form to add hours of extra work to the
homologator's job, but rather to provide a quick checklist that gives visibility of the
technical effort to the general skiing public.
호몰로게이션 양식의 시작(START OF HOMOLOGATION FORM
경기명(name of competition) :
경기부호(code of competition) :
기간(Date) :
장소(Venue) :
경기장 부호(Site Code) :
개최국(Organizing Country) :
경기유형(Type of competition)

(

)

GPS 상의 경기장 위치(GPS Local of site) :

__

__

_____

_

__

__

_____

_

(예 : Dubna 56 44 03.28 N; 37 07 41.54 E)
상금과 부상품이 수여되었는가(Were cash prizes or merchandise awarded) (Yes/No) (

)

토너먼트평의회에 대한 호몰로게이터와 수석심판의 권고사항(Homologator's and Chief Judge
recommendation to Tournament Council)
(기록-R, 순위명단 적용-L, 순위명단 적용불가-N)
종목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슬라롬 Slalom

( )

(

)

(

)

( )

트릭 Tricks

( )

(

)

(

)

( )

점프 Jump

( )

(

)

(

)

( )

의무 구성 서류(OBLIGATORY COMPOSITION OF DOSSIER) :
호몰로게이션 공지를 포함한 이 서류 사본 1부.
1 copy of this document including the homologation notice
호몰로게이터의 체크리스트(HOMOLOGATOR'S CHECKLIST)
경기규칙에 따라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OK를 괄호에 작성하십시오.
If checked and all according to rules put OK in brackets.
경기규칙에 대한 어떤 변화를 확인하였다면 괄호에 X를 표시하고 마지막 페이지의 의견(remarks)
란에 설명하십시오.
If checked and any variation to the rules put an X in the brackets and explain in "Remarks"
section on las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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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는 NA로 표시해주십시오. Not applicable is NA.
1. 경기정 및 장비(Boats and equipment (W 5.01))
( )
2. 속도조절기(Speed Control (W 5.02))

(

)

제조업체(Manufacturer) :

(

)

소프트웨이어 버전(Software Version) :

(

)

슬라롬 slalom

(

)

트릭 tricks

(

)

점프 jump

(

)

(

)

슬라롬 slalom

(

)

점프 jump

(

)

트릭 handles

(

)

(

)

(

)

(

)

(

)

3. 스키 확인 처리(Arrangement for checking skis (W 5.08))
( )
4. 견인로프와 핸들 계측(Measure lines and handles (W 5.09))

5. 선수의 제공받은 핸들 확인 처리Arrangement for checking of skier
supplied handles (W 5.09)
6. 타이밍 장비Timing devices (W 6.03)
7. 시작 전 호몰로게이션 공지 게시Homologation notice posted before start
( )
8. 자동타이밍-점프Automatic timing-jump
9. 점프거리표시Jump distance indication (W 10.11)
( )
10. 영상점프거리측정Video Jump Distance measurement (W 10.13)
( )
백업-영상테잎Backup - video tape

(

)
11. 자동타이밍 전부이Automatic timing All Buoys

12. 슬라롬 타워의 위치와 높이Position and height of slalom towers(W 8.06 및 W 8.19)
12a. 2 타워Towers x 2 심판Judges (
경기정영상Boat Video

(

) 2 중앙타워심판Central Tower Judges (

( )

)

)

13. 슬라롬 부이Slalom buoys (W 8.06)

(

)

14. 슬라롬 녹화 영상 및 최종부이코스Recorded video slalom and endcourse (W 8.15)

(

15. 트릭코스 점검(규칙 그림3)Trick course checked (W 9.23)

(

)

16. 트릭 타워의 위치와 높이Position and height of trick towers (W 15.11)

(

)

)

16a. 5명의 심판 5 Judges( ) 영상 포함 1x3 심판 1x3 Judges with video( )
영상 포함 2x3 심판2x3Judges with video( )
17a. 영상 트릭 타이밍Video Tricks Timing (

) 추가심판 포함with Additional judge

(

)

수석심판Chief Judge ( )
18. VHS 영상 트릭VHS video tricks (W9.17)

( )

19a. 영상 트릭 타이밍 장비 제조업체Video Tricks Timing system manufacturer (

)

20. 슬라롬 코스 유형Slalom course typ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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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녹화 영상/디지털 점프 최종코스Recorded video/digital jump endcourse

( )

22. 점프대 표면은 편평한 면이다.The ramp surface is a flat plane(W10.02f)
(

)
(쐐기형, 키커형, 곡선형 등은 설계되지 않음no designed in wedge, kicker, bow, etc.)

슬라롬 코스 유형SLALOM COURSE TYPE :
점프 코스JUMP COURSE
점프 측정 셋업JUMP MEASUREMENT SETUP
영상 점프VIDEO JUMP
40m 테스트부이Test buoy
측량술Survey

x (XXX.XX)

y (XXX.XX)

영상기기Video system

x (XXX.XX)

y (XXX.XX)

3번째 테스트부이Test Buoy
측량술Survey

x(XXX.XX)

y(XXX.XX)

영상기기Video System

x(XXX.XX)

y(XXX.XX)

60m 테스트부이Test buoy
측량술Survey

x (XXX.XX)

y (XXX.XX)

영상기기Video system

x (XXX.XX)

y (XXX.XX)

점프대JUMP RAMP
윗변 너비Width at top (W 10.02a)

X.XX m

밑변 너비Width at bottom

X.XX m

좌측 윗변에서 수선까지 길이Top edge to water line left side (W 10.02b,h)
X.XX m
우측 윗변에서 수선까지 길이Top edge to water line right side (W 13.02b,h)

X.XX m

수중 길이Length underwater (W 10.02c)

X.XX m

점프대 표면으로부터의 최대 편차Maximum Deviation from plane
대각선 줄 측정Diagonal string measurement (W 10.02f)

X.X cm

중심선 줄 측정Center string measurement (W 10.02f)

X.X cm

점프대 윗변으로부터 최대편차점Max deviation point from top of jump(W10.02f)

X.XXm

(OK/X)
물아래 에이프런Apron under water (W 10.02g)

(

)

에이프런 전체 길이Apron full length (W 10.02g)

(

)

시선Sighting line (W 10.02i)

(

)

앵커 안전성Secure anchoring (W 10.02i)

(

)

에이프런 각Apron Angle
점프대 높이jump height

(W 10.02k)
X.XX m (a)

윗변 모서리에서 물까지 에이프런의 변 길이length of edge of apron from top corner to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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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m (b)
b/a 비율ratio of b/a
최소minimum

(X.XXX)

0.883

최대maximum

(

)

0.643

점프대 설정RAMP SETTING
우측Right Side
설정Setting

좌측Left Side

높이

길이

비율

높이

길이

비율

1.50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1.65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1.80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호몰로게이션 양식의 마지막END OF HOMOLOGATION FORM
자동처리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식으로 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내용
은 자유로운 형식의 코멘트들이 추가되고 첨부물들이 달리게 된다.
It is important to leave the above section in the exact format as it will be processed
automatically.

The following section is where free form comments are added and

attachments are made.
호몰로게이터의 의견HOMOLOGATOR'S REMARKS
IWWF 경기규칙의 어떤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기 동안에 경기
코스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든 열거해주십시오. 장비의 어떠한 기능이상이든 열거해놓으십시오.
호몰로게이션에 대한 토너먼트평의회의 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추가 정보든지 작
성해 놓으십시오.
Give details of any variations of IWWF rules.
the competition.

List any alterations to the course, etc. during

List any malfunction of equipment.

Give any further information which

might affect the Tournament Council's assessment of the homologation.
호몰로게이터Homologator :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이메일Email :
수석심판Chief Judge :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이메일Email :

이 호몰로게이션 기록은 http://www.iwsftournament.com/homologation로 업로드 되어야 한다.
This homologation record has to uploaded to http://www.iwwfed.com
유라프리카지역의 경우 Donal Connolly donal@splasheye.com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for E&A : email also to Donal Connolly donal@splash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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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시작전 게시를 위하여 (To be posted before the tournament starts)
호몰로게이션 공지사항 (HOMOLOGATION NOTICE)
대회명 Competition Name :
기간Date :
우리는 IWWF 토너먼트평의회에 다음과 같은 호몰로게이션 등급을 추천한다. We recommend to
the IWWF Tournament Council the following class of homologation :
종목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슬라롬

(

) (

) (

) (

)

트릭

(

) (

) (

) (

)

점프

(

) (

) (

) (

)

속도조절기 업체Speed Control Manufacturer :
소프트웨어 버전Software Version :

날짜Date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시간Time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수석심판Chief Judge

호몰로게이터Homologator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의사항Note : 이 권장사항들은 경기 동안에 변경괼 수 있음.These recomendations may
change during the competition.
의견란Remarks :

- 120 -

경기임원Officials (적용가능한 명단lists as applicable) :
수석심판Chief Judge :

(

부수석심판Assistant Chief Judge :

)
(

)

호몰로게이터Homologator :

(

)

수석계산원Chief Scorer :

(

)

수석드라이버Chief Driver :

(

)

보조 호몰로게이터Assistant Homologator :
기술임원Technician :

(

(

)
)

계산원1Scorer1 :

(

)

계산원2Scorer2 :

(

)

계산원3Scorer3 :

(

)

심판1Judge1 :

(

)

심판2Judge2 :

(

)

심판3Judge3 :

(

)

심판4Judge4 :

(

)

심판5Judge5 :

(

)

심판6Judge6 :

(

)

심판7Judge7 :

(

)

심판8Judge8 :

(

)

심판9Judge9 :

(

)

심판10Judge10 :

(

)

드라이버1Driver1 :

(

)

드라이버2Driver2 :

(

)

드라이버3Driver3 :

(

)

드라이버4Driver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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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측량
a) 일반
1. 레이저 거리 측정기 조사 또는 승인된 RTK-GPS 시스템이 있는 3점 측량/스테이션 또는
1점 측량/스테이션은 L 또는 R 경기 코스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1점 측량/측정의 경우 두 번째 위치에서 각도 스팟(spot)만 점검하는 것이 좋다.
3. 3점 측량 또는 최대 허용 가능한 삼각형은 내접 원 직경이 10cm인 삼각형입니다. 직경이
10cm보다 클 경우 정렬 조준과 일치하는 하나의 꼭짓점을 사용할 수 있다.
4.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20초 이상이거나 더 좋아야 한다.
b) 슬라롬
1. 중심선은 입구 게이트 중앙에서 출구 게이트 중앙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2. 각 보트 가이드(B1…B12)의 폭(중심선/축으로부터의 거리) 편차는 +/-11.5cm이지만, 좌측
(B2,B4,B6,B8,B10,B12)과
각

측면이

직선을

우측(B1,B3,B5,B7,B9,B11)은

이루기

위해

개별

보트

가이드

각각

시각적으로

거리/폭은

직선이어야

한다.

중심선/축(1.15)에서

해당

측면의 평균 보트 가이드 거리/폭의 4cm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 Axis-B1=1.15, B3=1.16, B5=1.12, B7=1.18, B9=1.15, B11=1.17; Avg.=1.155)
3. 보트 가이드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중심선(축)이 계산된 중심선(축)과 동일하도록 하려면 각 측면의 평균 보트
가이드 폭의 차이가 4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mple: Axis B1-B11 Avg =1.155; Axis B2 –B12 Avg=1.20)
c) 점프
1. 점프 축은 램프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며, 부이 15ST-15MT와 평행
2. 보트 경로 중심선은 15ST/19의 중간 지점부터의 선입니다.ST 게이트에서 15ET/19 중간까지ET 게이트.
3. 4m 부이 오차
4m 부이폭(15ST-19ST, 15MT-19MT, 15ET-19ET, 15EC-19EC)은 3.95m에서 4.05m 사이를 권장한다.
4. 비디오 측정 시스템
비디오 측정 시스템은 필요한 기준 포인트의 표시 또는 착륙 지점 표시 자체의 비디오 화면에서
1픽셀 이동으로 발생하는 점프 거리의 최대 차이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화면 영역의 중앙 80%를 의미하는 "작동 시야"의 임의의 지점에서 값을 입력한다. 이 기준 값은
다음과 같이 토너먼트 등급에 따라 다르다:
i) “R” 대회 10cm
ii) “L”또는 낮은 레벨 대회 15cm
기준 표시와 착지점 표시의 실제 움직임을 테스트하고 인접한 픽셀 간의 움직임이 기존에 계산된 착지 위치의 변화가
생겼는지 관찰함으로써 기존의 비디오 설정 표준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메뉴얼 평가는 기존에 설정된
예상 작동 범위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5.09: 보트 경로 모니터링 시스템(BPMS)
a) 일반
1.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호몰로게이터가 RTK-GPS BPMS 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 경기 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전날 권장). 만약 경기 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대회기간동안 인증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Homologator 또는 설계자는 RTK-GPS BPMS 시스템이 제조자의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RTK-GPS BPMS 시스템을 호몰로게이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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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슬라롬
1. 호몰로게이터는 RTK-GPS 안테나를 사용하여 출입문(G1,G2,G3,G4)을 표시한 후 중심선을 설정하고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중심선을 확인해야 한다.
2. 인증:
i. BPMS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호몰로게이터는 BPMS를 사용하여 검증하기 위해 게이트(G1, G2,
G3, G4)와 RTK-GPS 안테나를 사용하여 모든 슬라롬 부이(S1, S2, S3, S4, S5, S6)를 표시해야 한다. 시스템이
자체 점검 및 검증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입구부터 출구 게이트까지의 중심선이 슬라롬 부이의
중심선, 대각선 및 평균 폭(S1, S2, S3, S4, S5, S6)에 대한 허용 범위 내에 있게 됩니다.
ii. BPMS 측정값을 공식 측정과 비교하여 검증한다. 공식 측량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려면 호몰러게
이터는

RTK-GPS

안테나를

사용하여

게이트(G1,G2,G3,G4)와

슬라롬

부이

1

및

6(S1,S6)을 표시한 다음 BPMS 측정값을 공식 측량 측정값과 비교해야 한다. 그 차이가 아래의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중심선(Axe) - G1/G2:+/-3cm
2. 중심선(Axe) - G3/G4:+/-3cm
3. G1-G3:+/- 10cm
4. G3-G4:+/-10cm
5. 중심선(Axe)- S1/S6: +/- 4cm
이벤트 중 재검증 확인은 S1 또는 S6을 표시하고 중심선(Axe) - S1/S6에서 마지막 검증 측정값(위의 (i) 또는
(ii))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토너먼트 동안 호몰로게이터는 필요시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재검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스 우측 각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빠른 확인이 가능하며, 각 방향의 표시 편차가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기시작 전에 매일 수행해야 합니다.
c) 점프
1. RTK-GPS 중심선을 확인하기 위해 Homologator는 RTK-GPS 안테나로 15ST, 19ST, 15ET, 19ET 및 150m 부표
를 표시하고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중심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검증:
i. BPMS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BPMS를 사용하여 검증하려면 호몰로게이터가 RTK-GPS 안테나를
사용하여 15ST, 19ST, 15ET, 19ET 및 150m 부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체 점검 및 검증을 수행할
것입니다.
ii. BPMS 측정값을 공식 측정과 비교하여 검증합니다. 공식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려면 호몰로게이터가
RTK-GPS 안테나를 사용하여 15ST, 19ST, 15ET, 19ET 및 150m 부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BPMS 측정값을 공식 측정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다음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 15ST-19ST 사이의 폭: +/- 4cm
2. 15ET-19ET 사이의 폭: +/- 4cm
3. 15ST-15ET 사이의 거리: +/- 10cm
4. 19ST-19ET 사이의 거리: +/- 10cm
5. 센터라인 – 150m: +/- 20cm
경기 중 재검증 검사는 150m를 표시하고 중심선 – 150m까지의 거리를 위의 (i) 또는 (ii) 중 하나와 마지막 유효성
검사 측정값을 비교하여 수행할 수 있다.
3)경기 중에 호몰로게이터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재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분할 +2 및 분할 -2를
구동하여 디스플레이 오차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빠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기시작 전에 매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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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엔드 코스 비디오(8.15에 따라 요청할 시)
카메라와 비디오 기록 장비는 경기 중 판단 및 경기 후 필요한 검토를 위해 충분한 화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매일 DVR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 및 기록 장비의 최소 허용 해상도는 704
x 480입니다. PAL 및 NTSC 형식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가로 세로 비율 크기는 4x3입니다. 최소 기록된
프레임 속도는 PAL의 경우 25fps, NTSC의 경우 30fps입니다.
카메라 줌
a) 먼 곳에 있는 출발 게아트 최소 화면 폭 비율은 20%(30% 권장)입니다.
b) 카메라가 최소 허용 해상도(704 x 480)보다 큰 해상도(최소 화면 폭 비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디지털
줌)를 갖춘 경우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예:
1. 카메라 해상도 1080p (1920 x 1080)
2. 디지털 줌 사용: 3배
3. 최종 엔드 코스 해상도: 640x360 – 이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허용되는 예:
1. 카메라 해상도 4K(3840x2160)
2. 디지털 줌 사용: 4배
3. 최종 엔드 코스 해상도: 960x540 – 이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카메라 위치
엔드 코스 카메라는 코스 중앙선에 위치해야 합니다. 호몰로게이터는 카메라 위치가 실제 중심선에서 10cm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녹화 퀄리티
엔드 코스 비디오는 최소 704 x 480(PAL/NTSC) 해상도로 녹화해야 하며 PAL의 경우 25fps, NTSC의 경우 30fps
이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호몰로게이터는 DVR에 녹화할 때 각 녹화 채널이 최소 녹화 해상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사항: DVR에 여러 채널을 녹화할 경우 일부 장비는 전체 해상도를 "공유"하므로 해상도가 낮아진다. 녹화된 각
채널은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검토를 위해 연맹에 제출된 비디오는 엔드 코스 비디오만 포함해야 하며, PAL의 경우 최소 25fps, NTSC의 경우 최
소 30fps여야 하며, 704 x 480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비디오는 AVI/MPEG-4/MP4/MOV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엔드 코스 비디오는 경기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와 관련한 호몰로게이터의 책임은 비디
오가 수신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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