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보 제2호
(안)
태국 익스트림 스포츠 협회가 2019년 싱하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
이크스포츠 챔피언십을 Pathum Thani, 태국, TE 웨이크 N 스키에서 9
월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우리 태국은 2014년에 아시아 비치게임
을 개최했고 2015년에는 IWWF 아시아 챔피언십을 개최하였다.
TE 웨이크 N 스키는 2004년에 개장하였고, 올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3개의 호수와 강이 4개의 슬라롬코스와, 원스키점프, 4대의 스키 보트, 2
대의 웨이크 보트가 준비되어 있다.
TE 웨이크 N 스키는 Pathum Thani 와 Ayutthaya 지방에 위치에 있으
며 방콕의 중심부로 부터는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핑 그리고 다른 모든 워터스포츠를 제
공한다.
9월의 평균온도는 24도에서 31도이다.
1. 승인처
IWWF Asia
2.

개최자

태국 익스트림 스포츠 협회 (TESA)
3. 참가조건 및 운영
IWWF 아시아지역연맹의 회비납부 회원만이 2019 IWWF 아시아 수상스
키 및 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개인 선수들을 포
함한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그들의 각 연맹들을 통해 참가하여야 한다.

a. 참가의향서 : 각 연맹은 IWWF 아시아연맹 사무총장과 개최자에게 대
회 첫날로부터 90일 전(7월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청날짜를 어길 경우 개최자에게 1일당 $5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지불
하지 않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각 연맹은 2019 아시아 선수권
첫 경기 시작 전 30일까지 팀원들의 이름들, 세부종목들, 각자가 참가할
경기종목들, 각 선수의 랭킹뿐만 아니라 공식후보들의 이름을 IWWF 아
시아연맹 사무총장과 본 개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연맹은 경기에 참가하도록 허용돼서는 안되며, 만약 공식적
으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참가시키고 싶을 경우 마감 30일 후
1일당 $1의 벌금을 연맹이 지불할 때까지 수석심판과 개최국위원회의
재량으로 허용 할 수 없다. 공식참가신청서 양식들이 첫 경기 시작 24시
간 전까지 접수되지 못하는 경우, 제비뽑기로 된 연맹의 선수들의 순서
는 선수들의 랭킹에 관계없이 각 수석심판이 결정한다.
모든 아시아 연맹은 다음과 같이 양식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양식

기한

참가의향서

2019년 7월 15일

공식 엔트리

2019년 9월 8일

4. 엔트리 양식&비용
각 선수의 엔트리 비용은 각종목당 $200입니다. 예를들어 수상스키(슬
라롬,트릭,점프) 종목을 신청한다면 $200를 지불해야하고, 웨이크보드
종목을 등록하려면 $200이고 웨이크서핑을 등록하려면 $200이다.
이 비용은 공항수송이랑 경기장 수송, 경기 당일 날 점심, 개회식 및
폐회식 저녁을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다른 종목을 추가로 신
청한다면 두 번째 종목을 신청할때에는 $150를 지불하면 된다. 참가비
는 은행계좌를 통해 2019년9월8일까지 늦지않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선수가 지불한 참가비 중 $50는 Technical officials 의 여행 경
비를 보조한다. 환율은 미국 달러이다. 밑에 첨부되어 있는 엔트리 양

식은 2019년 9월8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송금이

완료된

영수증

iwwfasianchampionships2019@gamil.com으로

사본은
보내고

nattawut.

hi3@gmail.com을 첨부로 해야한다.
TESA Bank Details: 참가비를 지불하지 않은 선수나 팀은 경기에 참
가할 수 없다.
Beneficiary

Account

TESA-WFSC2016

Number:

Address:

286

016-3-41911-4
Ramkamheang

Account
RD.,

Name:

Huamark,

Bangkapi, Bangkok 10240, Thailand
Bank details SWIFT Code: KASITHBK Bank Name: Kasikorn Bank
PLC, Patpong branch Bank Address: 42 Surawong Rd.,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연방과 협회는 모든 은행 수수료를 책임진다. 대회에서 등록을 할때에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송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제출한다.
4B. 웨이크보드 팀 종합 대회- 추가설명
부문별로 총 3개(오픈,주니어,마스터)의 단체 상이 수여될 것이다. 가
장 높은 종합점수(오픈,주니어,마스터 합)를 가지고 있는 팀에게 Max
Kirwan Wakeboard Team Overall Shield의 상이 수여될 것 이다.
5. 비공식 연습
주최측이 비공식 연습을 관리 할 것이다. (1)시간단위로만 예약이 가
능하다. 가격은 아래와 같다.
수상스키 $200.00
웨이크보드&웨이크서핑 $265.00
우선순위는 (1)시간 단위로 예약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약확정은
등록데스크에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루어진다.

위치:
• 수상스키 연습:

Lake 1 (waterski site) 토, 일, 월.

• 웨이크 스포츠 연습: Lake 1 (waterski site) 토, 일.
• 웨이크스포츠 연습: TE River location 월, 화, 수.
6. 개회식 & 폐회식
개회식은 7:30분 Pine resort에서 진행됨.
폐회식은 7:30분 Pine resort에서 진행됨.
7. 비선수 개회식 저녁과 마지막 날 나이트 파티/ 대회장 식사
비선수가 위의 이벤트에 참여할 시 가격은 $150이다. 이 가격은 경기
장에서의 점심, 호텔<->경기장 수송, 개회식, 폐회식이 포함된 가격
이다. 비용은 $현금으로 등록대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8. 공항 수송
주최측은 Suvarnabhumi 공항, Don Mueang 국제공항 두 곳에서 공식
호텔까지의 교통편을 정리하여 마련해 둘 것이다. Suvarnabhumi 공항
에서 공식호텔까지는 85km (1시간20분) 거리이며, Don Mueang 국제
공항에서는 40km(45분) 거리이다. 2019년 9월8일까지 공항 수송 신
청서를 주최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 수송 비상 연락망
Khun

Beer

(primary

contact

for

transport)

Mobile

no:

Mobile

no:

+66879991495 e-mail: Wassap_mfk@hotmail.com
Nattawut

Hapholdee

(Itt)

–

Head

Organizer

+66829269629 e-mail: nattawut.hi3@gmail.com
Pattanan Pamonpol (Cartoon) Mobile no: +66835422639 e-mail:
iwwfasianchamps2019@gmail.com

b. 비선수 수송
비선수 수송 비용은 앞에서 언급된 $150에 포함되어 있다.
c. 비공식 연습장으로의 수송
주최측에서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버스 스케줄은 추후
에 공지할 예정이다. 스케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다른 교통편을 이
용하여야 한다.
d. 차 렌탈
공항에서 차를 렌탈할 수 있다. 태국 쇼핑이나 관광 등을 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될 것이다.
책임보험
개최자인 TESA와 IWWF 아시아연맹 및 2019 IWWF 아시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인들, 용구들 혹은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 때문에
선수들, 기술임원들, 심판들, 공식 도우미들과 기타 사람들에 대해 어
떠한 책임도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경기인은 그들이 경기외적으로 참
여(부대행사 프로그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회 기간동안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
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보건보험증 이외에 개인 상해보험을 받아야 한다.
제3자(관람객들)에 대한 손상은 조직위원회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오로
지 보증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등록 시에 포기각서에 서명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개인 상해보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9.국기 와 국가
모든 협회및 연맹은 국기와 국가(CD)로하여 가져와야한다.

시간
하루종일
07:00AM
09:30AM
11:30AM
2:00PM
3:30PM
05:00

시간
07:00AM
08:30AM
09:00AM
10:00AM
11:30AM
12:30PM
04:00PM
05:30PM
07:30PM

시간
7:00AM
12:00PM
02:00PM
03:00PM
05:00PM
05:15PM
06:00PM
06:30PM

2019.09.24 화
팀 도착 및 등록
주니어 여자 슬라롬-예선
주니어 남자 슬라롬-예선
마스터즈 여자 슬라롬-예선
마스터즈 남자 슬라롬-예선
주니어 여자 트릭-예선
주니어 남자 트릭-예선
마스터즈 여자 트릭-예선
마스터즈 남자 트릭-예선
주니어 여자 점프-예선
주니어 남자 점프-예선
첫날 종료

2019.09.25 수
주니어 여자 슬라롬 결승
주니어 남자 슬라롬 결승
마스터즈 여자 점프 예선
마스터즈 남자 점프 예선
주니어 여자 트릭 결승
주니어 남자 트릭 결승
마스터즈 여자 트릭 결승
마스터즈 남자 트릭 결승
오픈 여자 트릭 예선
오픈 남자 트릭 예선
주니어 여자 점프 결승
주니어 남자 점프 결승
2째날 종료
개회식

2019.9.26 목
오픈 여자 슬라롬 예선
오픈 남자 슬라롬 예선
마스터즈 여자 슬라롬 결승
마스터즈 남자 슬라롬 결승
여자 웨이크보드 Qualification
남자 웨이크보드 Qualification
마스터즈 여자 Qualification
마스터즈 남자 Qualification
마스터즈 여자 점프 결승
마스터즈 남자 점프 결승
3째날 끝
주니어&마스터즈 트릭&점프 시상식

시간
07:00AM
09:45AM
11:30AM
02:00PM
03:00PM
04:30PM
06:00PM

시간
07:00AM
09:00AM
11:00AM
1:15PM
2:15PM
3:30PM
5:15PM
5:30PM

시간
7:00AM
8:00AM
9:00AM
11:00AM
11:30AM
12:45PM
1:15PM
2:15PM
3:30PM
5:00PM
5:30PM
7:30PM

2019.09.27 금
여자 웨이크서핑 Qualification
남자 웨이크서핑 Qualification
여자 오프 웨이크보드 Qualification
남자 오픈 웨이크보드 Qualification
소년 웨이크보드 패자부활전
남자 마스터즈 웨이크보드 패자부활전
오픈 여자 점프 예선
오픈 남자 점프 예선
4째날 종료

2019.09.28 토
여자 오픈 웨이크보드 패자부활전
남자 오픈 웨이크보드 패자부활전
여자 웨이크서핑 패자부활전
남자 웨이크서핑 패자부활전
오픈 남자 웨이크보드 준결승
오픈 남자 웨이크보드 준결승
소녀 웨이크보드 결승
소년 웨이크보드 결승
마스터즈 여자 웨이크보드 결승
마스터즈 남자 웨이크보드 결승
오픈 여자 트릭 결승
오픈 남자 트릭 결승
5째날 종료
소녀&마스터즈 웨이크보드 &오픈 트릭 시
상식

2019.09.29 일
남자 웨이크서핑 준결승
오픈 여자 슬라롬 결승
오픈 남자 슬라롬 결승
여자 웨이크서핑 결승
남자 웨이크서핑 결승
오픈 여자 웨이크보드 결승
오픈 남자 웨이크보드 결승
오픈 여자 점프 결승
오픈 남자 점프 결승
6째날 종료
웨이크서핑,오픈 웨이크보드,오픈
점프 시상식
팀 종합 시상식 및 폐회식

슬라롬&

회의 스케줄
시간
9:00AM~5:00PM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저녁식사 후

시간
저녁식사 후

2019.09.23 월
IWWF 수상스키 심판 세미나
OFFICIAL 회의-수상스키
감독자 회의-수상스키

2019.09.26 목
OFFICIAL 회의
감독자 회의-웨이크보드

2019.09.26 목
OFFICIAL 회의-웨이크서핑
감독자 회의-웨이크서핑

2019.09.27 금
IWWF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보드/웨이크
서핑 협의회 회의

2019.09.28 토
IWWF 아시아 대륙 총회

수상스키 심판 코스
2019년 9월23일 9:00am부터 5:00pm까지 수상스키 심판 세미나를 개
최합니다. 심판 세미나는 IWWF 국제 심판인 Gavin Kelly가 진행하고
초보자는 물론 상급자도 가능합니다. 참여하고 싶다면 Chris Howarth
asia@iwwf.sport으로 신청 바랍니다. 참가자의 인원이 취합되면 프로
그램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