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요강
◎ 행사개요
1. 대회명: 제7회 코리안컵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겸
2019 케이블웨이크보드 전국남녀종별대회
2. 장

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저수지경기장

3. 일

시: 2019.8.17(토) ~ 18(일)

4. 개회식: 2019.8.17.(토) 10:00~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5. 감독자회의: 2019. 8. 16(금) 17:00
6. 경기장개방: 2019.8.16.(금) 10:00~17:00 (종목별시간은 추후 공지)
7. 주최·주관: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전라북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8.후 원: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체육회, (사)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주)화인베스틸, 마스터크래프트, K-Way, FEATHER-EYEWEAR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19. 07. 31.(수) ~ 08. 0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종목-온라인접수(https://app.sports.or.kr/app/ws/)
- 케이블웨이크보드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를 waterski@sports.or.kr로 제출.
❍ 신청구분
1) 수상스키 슬라롬(남・여) : 전 연령부문 남자・여자부
2) 웨이크보드(남・여) : 전 연령부문 남자・여자부
3) 케이블웨이크보드
- A조(남・여) : 보트웨이크보드 프로급 이상 선수
- B조(남・여) : 보트웨이크보드 일반부 선수 및 동호인
- 학생부(남・여) : 중등부 ~ 대학부
4) 수상스키 슬라롬 및 웨이크보드(혼성)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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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슬라롬(남·여)
○ 케이블웨이크보드A(남·여)

2,400,000원

3,200,000원

1위 500,000원x2명

1,000,000원

1위 600,000원x2명

1,200,000원

2위 400,000원x2명

800,000원

2위 400,000원x2명

800,000원

3위 300,000원x2명

600,000원

3위 200,000원x2명

400,000원

4위 200,000원x2명

400,000원

5위 100,000원x2명

200,000원

6위 100,000원x2명

200,000원

○ 케이블웨이크보드B(남·여)

1,400,000원

1위 400,000원x2명

800,000원

2위 200,000원x2명

400,000원

○ 웨이크보드(남·여)

3위 100,000원x2명

200,000원

1위 500,000원x2명

1,000,000원

2위 400,000원x2명

800,000원

3위 300,000원x2명

600,000원

1위 시상품x2명

4위 200,000원x2명

400,000원

2위 시상품x2명

5위 100,000원x2명

200,000원

3위 시상품x2명

6위 100,000원x2명

200,000원

○ 케이블웨이크보드 학생부(남·여) 시상품

○ 슬라롬 단체전(혼성)

3,200,000원

1,600,000원

1위 800,000원x1팀

800,000원

2위 500,000원x1팀

500,000원

3위 300,000원x1팀

300,000원

○ 웨이크보드 단체전(혼성)

1,600,000원

1위 800,000원x1팀

800,000원

2위 500,000원x1팀

500,000원

3위 300,000원x1팀

300,000원

 대회준비 및 경기일정
날 짜
~ 8.11.(일)

시 간

8.12.(월)
~ 8.15.(목)

10:00~17:00

◦ 케이블보드, 레저카누 등 사전체험교실

8.16.(금)

10:00~17:00
17:00

◦ 대회 참가자 개방(종목별) - 공식훈련
◦ 대회 설명회, 감독자 회의

8.17.(토)

09:00~18:00

◦ 수상스키(슬라롬/웨이크보드) 예선경기
◦ 케이블웨이크보드 예선경기

09:00~15:00

◦ 슬라롬/웨이크보드 본선/결승경기
◦ 케이블웨이크보드 본선/결승경기

16:30~17:00

◦ 시상식 및 폐회식

8.18.(일)

주 요 내 용
◦ 대회 시설물(케이블, 폰툰) 설치 및 준비

※예상일정에 유의 요망, 추후 확정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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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대회장 코스(군산호수)
m 수상스키(슬라롬)/웨이크보드 경기(경기코스의 위치 변경될 수 있음)

m 케이블웨이크보드 경기(경기코스의 위치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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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요강
m 경기규칙
가. 본 대회 경기규칙은 국제수상스키ㆍ웨이크보드연맹(IWWF) 및 대한
수상스키ㆍ웨이크스포츠협회(KWWA)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나. 상해보험 또는 안전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신청서 제출 시 안전공제보험 미가입 참가자는 대회출전 참여 제한
다. 경기용구
가)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는 참가자 자신이 준비한다.
나) 핸

들 : 참가자 및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

다) 구명복 : 참가자 자신이 준비한다.
라)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참가자는 헬멧 착용을 권장하며, 기물경기 시
헬멧 미 착용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케이블웨이크보드 선수는 기물 기술을 할 경우 필히 헬멧을 준비하여
착용한다.

m 종목구분
가. 슬라롬(수상스키)
가) 경기정 : 2018년형 Mastercraft Prostar 200
나) 부문별 속도 : 남자부 : 52 ~ 58km/h

/

여자부 : 46 ~ 55km/h

다) 로프
- 남자부 : 52km/h부터 58km/h까지 18.25m의 로프를 사용하며, 16m, 14.25m
순으로 로프를 줄이며 경기한다.
- 여자부 : 46km/h부터 55km/h까지 18.25m의 로프를 사용하며, 16m, 14.25m
순으로 로프를 줄이며 경기한다.
- 단체전
구성: 2019 스쿨 및 클럽등록 팀 중최소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며,
동일한 성별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점수산정: 슬라롬 오버럴 계산하여 상위3명의 점수를 합산한다.
나. 웨이크보드
가) 경기방식 : 프리라이딩 방식
나) 경기정 : 2018년형 Mastercraft X-Star
다) 경기정 속도 : 선수의 요청에 따른다.
라) 경기로프 : 매듭 없는 로프로 선수 자신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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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기코스 : 양 끝에 한 부이씩 시설한 370m 수역
바) 연기구성 : 제한 없이 구성한다.
사) 실시횟수 : 2패스 기준. 총 1회의 낙수 허용(기물 설치 시에 낙수 1회 허용).
- 단체전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단체전 규정에 따른다.
다. 케이블웨이크보드
가) 경기방식 : 프리라이딩 방식
나) 경기장비 : 쎄시텍 케이블시스템 2.0
다) 경기코스 : 100m 구간 수역, 기물(양방향 슬라이더 1기, 양방향 키커 1기)
라) 연기구성 : 기물과 에어기술을 혼합하여 제한 없이 구성한다.
마) 실시횟수 : 2패스 기준. 총 1회의 낙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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