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춘천국제레저대회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ChunCheon International Leisure Sports Festival IWWF Asian
Waterski & Wakesports Championships 2022
공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에서 2022 춘천국제레저대회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를 대한민국 춘천에서 2022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합니다.
공식 입국 날짜는 2022년 8월 7일 부터 8월 9일입니다. 출국 날짜는 2022년 8월 14일입니다. 각 팀은
2022년 8월 13일 단체종합 시상식 및 폐회식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2년 8월 14일부터 출국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춘천은 대한민국 강원도의 주요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청평사의 고향인 험준한 오봉산이 있으며
청평사에는 석조 정원, 고대 삼층 석탑, 외딴 구성폭포 등이 있습니다. 8월의 평균 기온은
19°C~27°C입니다.
춘천은 2009 IWWF 웨이크보드 세계선수권대회, 2010 IWWF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월드컵 및 2012
IWWF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를 과거에 개최하였습니다.

1. 주최
IWWF 아시아

2. 주관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참가 조건 및 관리
회비를 납부한 IWWF 아시아 회원 연맹만 2022 춘천국제레저대회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스
포츠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 참가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각 연맹에서 참가 등
록해야 합니다.

i. 참가의향서
각 연맹은 2022년 4월 30일 이전까지 대회 조직위원회 및 IWWF 아시아 사무총장에게 참가의향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맹은 주관 연맹에 $5/일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각 연맹은 2022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의
예정된 첫 경기일 31일 이전까지 팀원 이름, 종목(수상스키, 웨이크보드&웨이크서프), 참가 종목, 각
선수의 랭킹 및 후보 선수 이름을 대회 조직위원회 및 IWWF 아시아 사무총장에게 7월7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맹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석심판과
주최자 재량으로 공식적 마감일(7월7일)까지 등록되지 않는 각 선수에 대해 연맹은 주최자에게 초과
일 수마다 $10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기 24시간 전에 공식 참
가 신청서를 제출 받지 못한 경우, 연맹의 참가 허용된 선수의 추첨 순서 결정은 선수 랭킹에 관계
없이 수석심판이 결정합니다.

모든 아시아 연맹은 아래와 같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마감

참가의향서
공식 참가신청서

2022년 5월 15일
2022년 7월 7일

3. 규칙 - 총칙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및 웨이크서프 IWWF 아시아 기술규칙에 따라 대회가 운영됩니다.
다음은 토너먼트 및 웨이크보드 규칙 요약내용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2022년 아시아 수
상스키, 웨이크보드 및 웨이크서프 규칙서에 따라 적용되어 집니다.

규칙
위원장

수상스키
Geoffrey Kee
이메일

자격

오픈
웨이크보드

웨이크 서프
Marcus Lee
이메일

협회는 원하는 방식으로 팀을 선발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선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해야 하고 혹은 대표하고 싶은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

해야한다. 선수의 국적이 의심이 갈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여권을 요구할 수 있
다. 만약 선수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하는 나라에 적어도 3년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한다. 각 협회는 위의 사항을 다 충
족한다고 심판에게 알려야한다.
*개인출전을 포함한 모든 선수는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종목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남자 슬라롬(스타트

∙남자 웨이크보드

Ÿ

남자 웨이크서프-서프

∙여자 웨이크보드

Ÿ

남자 웨이크서프-스킴

Ÿ

여자 웨이크서프-서프

Ÿ

여자 웨이크서프-스킴

속도 52km/h)
∙여자 슬라롬(스타트
속도 49km/h)
∙남자&여자 트릭
∙남자&여자 점프

팀 선발

각 팀은 최대 6명으로 구

웨이크보드 팀은 최대 6명

웨이크서핑 팀은 최대 8명의

성하며 어떤 팀도 어느 한

으로

한다.

선수로 구성된다. 카테고리

성이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팀도 어느 한 성이

당 남자 최대 2명 혹은

각 연맹은 팀 내 부상자 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여자 최대 2명이어야 한

구성되어야

생을 대비하여 2명의 후보

다. 예, 남자 서프 최대 2

들을(남자 1명, 여자 1명)

명, 남자 스킴 최대 2명,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이

여자 서프 최대2명 & 여

때에도 팀은 어느 한 성이

자 스킴 최대 2명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참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 중

있다.

있다.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자격은 아래와 같다:
여자
슬라롬: 3@55kph/18.25
트릭: 2,000 포인트
점프: 30m
남자
슬라롬: 3@58kph/18.25
트릭: 3,500 포인트
점프: 40m

단 체 종 합 오픈대회 단체경기에서는, 4명의 최고 순위자들의 점 각 4개의 부문에서 최고
채점

각 종목의 오픈대회(예선

수는 단체종합 점수 계산

순위자의 점수는 단체종합

또는 결승)에서 남자 또는

을 위해 사용되며 부문 당

점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최대 2명의 점수가 사용된다.

사용되며 팀이 한 부문에

여자 팀 점수 중 최고 3

선수를 참가시키지 않을경

개를 합산하여 팀 점수를

우 해당 부문에서는 0점을

얻는다. 각 성별에서 최소

받는다. 예) 최대 남자 2
명, 여자 2명 점수,

한 개의 점수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종합 자격이 갖추어진
선수는 예선전이나 결승전
에서의 최고 점수와 두 경

개인 종합 채점 기 중 한 경기에서의 최고
점수의

관계에

따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각

종목에서 종합 점수를 일정
하게 부여한다.

규칙
자격

토너먼트수상스키

웨이크서프

(14세 이하)

(14세 이하)

(17세 이하)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살이

최대

나이이다.

현재

연도(2022)의

12월

현재

연도(2022)의

12월

31일에 14세(2008년생) 이하인

31일에 14세(2008년생) 이하

경우 가능하다.

인 경우 가능하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소년 슬라롬(스타트 속도

∙소년 웨이크보드

Ÿ

40km/h) & 여자 슬라

∙소녀 웨이크보드

2005년생 또는 이후에 태

종목

주니어
웨이크보드

어난 사람만 가능하다.
카테고리:

롬(스타트 속도 37km/h)
∙소년․소녀 트릭
∙소년

점프(1.50m

소년 웨이크서프(서프/
스킴 통합)

Ÿ

소녀 웨이크서프(서프/
스킴 통합)

or

1.65m 램프 높이) &

형식: 선수는 패스간 혹은

소녀 점프(1.50 램프 높

낙수 후 픽업되는 동안 보

이) 두 성별 최대 출발

드 변경을 포함한 루틴을

속도는 51kmph 이다.

위하여 자유롭게 2 가지

다른 보드를 사용할 수 있
다 - 서프 및 스킴, 혹은
하이브리드 보드. 보드 변
경 횟수에 제한은 없다.

팀 선발

각 팀은 최대 4명으로 구

웨이크보드팀은 최대 4명

웨이크 변경은 없다.
웨이크서프팀은 최대 4명

성하며 어떤 팀도 어느 한

으로

으로

성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팀도 소년 2명, 소녀

어떤 팀도 한 성이 2명을

각 연맹은 팀 내 부상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발생을 대비하여 2명의 후
보들을 추천할 권리가 있
으며, 이때에도 팀은 어느
한 성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 참가

소속 국가 주니어 팀에 선
발되지 못한 선수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해야 해당 종목에 개인자
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소녀:
슬라롬: 3@52kph/18.25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트릭: 1,500 포인트
점프: 20m
소년:
슬라롬: 3@55kph/18.25
트릭: 2,500 포인트
점프: 30m

단체종합
채점

팀원의 가장 좋은 순위 3

2명의 최고 순위자들이 단

U17 단체전의 경우, 각

개를 사용하여 전체 팀 점

체종합

종목에서 (예선 또는 결승

수를 계산하고, 부문별로

위하여 사용되며 부문 당

에서)가장 좋은 2개의 점

최대 2개의 점수를 사용한다.

최대 1명의 점수가 사용되

점수를

계산하기

수를 합산하여 팀 점수를

어야 한다. 즉, 소년 1명,

획득한다. 성별로 최소 하나

소녀 1명 점수.

(1)의 점수를 사용해야 한다.

마스터즈 경기
규칙

수상스키
(35세 이상 & 45세
이상)

참가자격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

(30세 이상)

(30세 이상)

이 부문의 자격은,

이 부문의 자격은 대회

이 부문의 자격은 대회

35세 이상: 1986년 혹은

개최년도 2022년 12월 31

개최년도 2022년 12월 31

그 이전에 출생한 선수

일 기준으로 30살(1992년)

일 기준으로 30살(1992년)

45세 이상: 1976년 혹은

이거나 더 많은 경우.

이거나 더 많은 경우.

부문 :

부문 :

그 이전에 출생한 선수

경 기 종 목 부문 :
부문

Ÿ

마스터즈 35세 이상 남자

Ÿ

마스터즈 남자 웨이크보드

슬라롬(스타트속도

Ÿ

마스터즈 여자 웨이크보드

46kmph) & 마스터즈 35

Ÿ

프(서프/스킴 통합)
Ÿ

세 이상 여자 슬라롬(스타

마스터즈 남자 웨이크서
마스터즈 여자 웨이크서
프(서프/스킴 통합)

트 속도 43Kmph)
Ÿ

Ÿ

Ÿ

마스터즈 45세 이상 남자

형식: 선수는 패스간 혹은

슬라롬(스타트속도

낙수 후 픽업되는 동안 보

46kmph) & 마스터즈 45

드 변경을 포함한 루틴을

세 이상 여자 슬라롬(스타

위하여 자유롭게 2 가지

트 속도 43kph)

다른 보드를 사용할 수 있

마스터즈 35세 이상 &

다 - 서프 및 스킴, 혹은

40세 이상 남자, 마스터즈

하이브리드

35세 이상 & 40세 이상

변경 횟수에 제한은 없다.

여자 트릭

웨이크 변경은 없다.

보드.

보드

마스터즈 35세 이상 남자
점프(1.50m 혹은 1.65m
램프 높이) & 마스터즈
35세

이상

여자

점프

(1.50m 램프 높이)
Ÿ

마스터즈 45세 이상 남자
점프(1.50m 혹은 1.65m
램프 높이) & 마스터즈
45세

이상

여자

점프

(1.50m 램프 높이)

팀 선발

각 35+ 및 45+ 팀은 최대

웨이크보드 팀은 최대 4명

4명으로 구성하며 어떤 팀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어떤

도 어느 한 성이 3명을 초

팀도 어느 한 성이 2명을

과할 수 없다. 각 연맹은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팀을 위하여 부상 입
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비
하여 2명의 후보들을(남자

웨이크서프팀은 최대 4명
으로

구성될

수

있다.

어떤 팀도 어느 한 성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명, 여자1명) 추천할 권리
가 있으며, 이때에도 팀은
어느 한 성이 3명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인참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그들은 반드시 다음의

개인자격으로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있다.

참가할

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충족시켜야 한다.
여자부(35세이상)
슬라롬 :
3/52kph/18.25m
트릭 : 1,500점
점프 : 20m
여자부(45세이상)
슬라롬 :
3/49kph/18.25m
트릭 : 1,500점
점프 : 18m
남자부(35세이상)
슬라롬 :
3/52kph/18.25m
트릭 : 2,500점
점프 : 30m
남자부(45세이상)
슬라롬 :
3/52kph/18.25m
트릭 : 2,500점
점프 : 25m

단체종합

마스터즈 대회 단체경기에

3명의

채점

서, 남녀와 예선 및 결승에

단체종합 점수를 계산하기

단체종합 점수를 계산하기

관계없이 각각의 오픈대회

위하여

위하여

경기에서 최고 2명의 팀

최대 2명의 점수가 사용되

최대 1명의 점수가 사용되

점수들이 단체점수를 얻기

어야 한다.

어야 한다. 즉, 남자 1명

까지 합산되어야 한다. 성
별 최소 한 개의 점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최고

순위자들이

사용되며

부문당

2명의

최고

순위자들이

사용되며

& 여자 1명

부문당

개인종합

각각의

채점

예선 혹은 결승 중 받은

개인종합

선수는

최고점수와 개인종합 선수
자격이 선수가 어느 라운

해당 없음

드에서 획득한 최고점수의

해당 없음

관계에 따라 일정 수의 종합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선수들은 한 부문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니어, 마스터즈, 오픈
공보에 오기재가 있는 경우 IWWF 아시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 규칙의 최신 버전이
적용됩니다.

4. a. 수상스키 단체종합경기 - 추가 설명
2022년도 아시아 수상스키 경기규칙에 따라, 오픈대회, 마스터즈 35세 이상 대회, 마스터즈 45세 이
상 대회, 17세 이하 대회 이 4가지 별개의 단체상들이 있습니다. 오픈 대회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예선 혹은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3명의 점수들이 단체점수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즈 35세 이상 대회, 마스터즈 45세 이상 대회, 및 17세 이하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예선
혹은 결승전에 얻은 성적들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보유한 2명의 점수를 팀 점수에

합산되어야 합

니다. 성별 최소 한 명의 점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맥스커완 실드는 이들 3가지 별개의 대회들(오픈, 주니어(17세 이하) 및 마스터즈 45세 이상)의 단체
점수를 합산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확보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대회
오픈

참가요건

팀당 최대 6명

수상스키
채점

어느 한 성이 최대 4명

남자 혹은 여자 최고 3명의
점수 사용.
성별 최소 1명의 점수 사용.

주니어(17세 이하)

팀당 최대 4명

남자 혹은 여자 최고 2명의

어느 한 성이 최대 3명

점수 사용.
성별 최소 1명의 점수 사용.

메달 수여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마스터즈(35세 이상)

팀당 최대 4명

남자 혹은 여자 최고 2명의

1위

어느 한 성이 최대 3명

점수 사용.

2위

마스터즈(45세 이상)

팀당 최대 4명

성별 최소 1명의 점수 사용.
남자 혹은 여자 최고 2명의

3위
1위

어느 한 성이 최대 3명

점수 사용.

2위

성별 최소 1명의 점수 사용.
오픈대회, 주니어 대회,

3위

마스터즈대회로부터

1위

맥스커완 토너먼트
단체종합 실드

해당없음

팀

점수를 합한 최고점수
*선수들은 한 부문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니어, 마스터즈(35세이상), 마스터즈(45세
이상) 또는 오픈.

4. b. 웨이크보드 단체종합경기 - 추가 설명
오픈대회, 주니어대회 및 마스터즈 대회를 위한 별개의 3개의 단체 시상이 있습니다. 맥스커완 웨이
크보드 단체종합 실드는 오픈, 주니어 및 마스터즈 대회 3개의 단체종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확보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4. c. 웨이크서프 단체종합경기 - 추가 설명
오픈대회, 주니어대회 및 마스터즈대회를 위한 별개의 3개의 단체 시상이 있습니다. 토마스린 웨이
크서핑 단체종합 실드는 오픈, 주니어 및 마스터즈 대회 3개의 단체종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
수를 확보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5. 호몰로게이션
이 대회는 랭킹리스트 (L) 승인 대회입니다.

6. 언어
영어/한글

7. 참가비용
각 선수 참가비용은 스포츠 종목 당 $200.00입니다. 즉, 수상스키(슬라롬, 트릭 및/또는 점
프) 참가비용은 $200.00, 웨이크보드 참가비용은 $200.00, 그리고 웨이크서프 참가비용은
$200.00입니다. 이 비용은 공항과 경기일정 장소 교통 제공, 경기일에 점심 제공, 그리고
개막식 및 폐막식 만찬 비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종목을 교차해서 참가하는
경우, 두 번째 종목 참가비용은 $150.00입니다. 즉, 선수가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종목을
참가하면 $350.00를 참가비용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웨이크스킴과 웨이크서프 종목을 참가
하면 $350.00를 참가비용으로 지불하게됩니다. 참가비용은 은행이체로 2022년 7월 7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 참가비용에는 기술임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화$50.00의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화는 미화 달러입니다. 첨부된 참가신청서는 7월 7일까지
EM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정보
수취자명
수취계좌번호
은행식별 코드
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은행전화번호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1800-0015-1701 (미화 달러만 가능)
NFFCKRSEXXX
수협은행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82.02.2240.2611

8. 숙박

8.1 춘천 베어스 호텔(Chuncheon Bears Hotel)- 공식호텔
객실종류

수용인원

디럭스 트윈
(더블 1대, 싱글 1대)

2

요금(1박 기준, 조식포함)
2인 기준:
1인 기준:

￦92,000 (약: $75)
￦79,000 (약: $65)

무선 와이파이 제공, 세탁 가능

주소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76 베어스 호텔

전화번호

82.33.245.4300

홈페이지

https://hotelbears.co.kr

거리

공항↔호텔 - 156km (2시간 20분)
호텔↔경기장 - 2.2km (약 차로 5분, 도보로 15분)

*공식 호텔에서만 대회장소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개회식/폐회식과 모든 회의들은 베에스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9. 한국 방문
모든 팀과 임원들은 인천국제공항(ICN)에서 입국 및 출국하는 것으로 예약해야합니다.

10. 비자 정보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en.pt?categoryId=2
각 연맹은 선수와 임원의 비자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의해야합니다.

11. 공항 교통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팀 및 임원들에게 인천국제공항(ICN)에서 공식 호텔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거리는 156km이며 차로 2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모든 선수, 임원 및 참가자들은 인천국제공항 1청사로 항공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1청사로 도착해
야만 안내 및 수송이 가능하오니 1청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2. 법적 책임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IWWF 아시아 및 2022 아시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 기술
임원, 심판, 공식 요원 및 기타 개인에 대하여 개인, 물품 또는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회장 밖에서도 예를 들어 추가 프로그램 포함 모든 선수는 모든 면에서 자신의 위
험을 감수하고 참가합니다. 경기에 참가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
의 손실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참가자는 건강보험 외에 개인사고보험을 들어야 합니
다. 제3자(예:관중)의 손상은 주관자 책임 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참가자는 등록 시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적절한 개인사고 보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임원 연락정보
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2022 IWWF 아시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주소: kwwa@sports.or.kr

주최 기관:

IWWF 아시아
asia@iwwf.sport
크리스 하워스 - 사무총장
chrishowarth@iwwf.sport

14. 예상 일정
시간
하루 종일
7:00 ~ 18:00

2022년 8월 7일, 일요일
수상스키 팀 & 기술 임원 입국 & 등록
공식 개방

시간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입국

하루 종일
7:00 ~ 18:00

팀 & 기술 임원 & 등록
공식 개방

시간

2022년 8월 9일, 화요일

하루 종일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팀 & 기술 임원 도착 & 등록

하루 종일
7:00~18:00
20:00

수상스키 예선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개방
개회식

시간
하루 종일
7:00~18:00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수상스키 예선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개방

시간
하루 종일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수상스키 예선/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예선

시간
하루 종일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수상스키 결승 /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예선

시간
하루 종일
20:00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결승
단체종합 시상식 & 폐막식 만찬

시간
8:00 PM

2022년 8월 14일, 일요일
모든 팀 및 기술 임원 출국 날짜

*참가의향서 마감일 이후 업데이트된 일정이 회람됩니다.

회의 일정
시간
09:00 ~ 17:00
오후/저녁

2022년 8월 8일, 월요일
IWWF 수상스키 심판 세미나
임원 회의- 수상스키
감독자 회의- 수상스키

시간
09:00 ~ 17:00

2022년 8월 9일, 화요일
IWWF 웨이크서프 심판 세미나

시간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임원 회의-웨이크보드&웨이크서프
감독자 회의 – 웨이크보드&웨이크서프

오후

시간
8:00 PM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IWWF 아시아 수상스스키 / 웨이크보드 / 웨이크서프 평의회 회의

시간
8:00 PM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IWWF 아시아 총회

14. 공식 개방

Ÿ

주소: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23번길

Ÿ

공식호텔에서 경기장까지 거리: 2.2km

Ÿ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kwwa7464@gmail.com)로 전송

종목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웨이크서프

시간

금액

30분
1시간
30분
1시간

$100
$200
$135
$265

15. 비공식개방
Ÿ

토비스

Ÿ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65 토비스수상레저

Ÿ

공식호텔에서 연습장까지 거리: 9.4km/17분 소요

Ÿ

보트 모델: 마스터크래프트 프로스타

Ÿ

예약방법 : +82 10 3321 9536/point-d@hanmail.net

<가격>

종목

시간

금액

슬라롬
트릭

4 패스
10분

$35
$35

Ÿ

청춘 수상레저

Ÿ

주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10-1

Ÿ

공식호텔에서 연습장까지 거리 3.5km/6분

Ÿ

보트 모델: 마스터크래프트 프로스타

Ÿ

예약방법 : +82 10-7700-3516/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77073

<가격>

Ÿ

종목

시간

금액

슬라롬
트릭

4 패스
10분

$35
$35

넵튠 수상스키장

Ÿ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138-24

Ÿ

공식호텔에서 연습장까지 거리: 54km/55분

Ÿ

보트 모델: 마스터크래프트 NXT 22/ 스키나티큐

Ÿ

예약방법 : +82 10 8639 7644/connelly14@naver.com

<가격>

종목

시간

금액

슬라롬
트릭
웨이크보드/웨이크서프

4 패스
10분
10분

$35
$35
$60

16. 공식 경기정
Ÿ

수상스키: 마스터크래프트 Prostar

Ÿ

웨이크보드: 마스터크래프트 X-Star

Ÿ

웨이크서핑: 마스터크래프트 NXT-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