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요강
◎ 행사개요
1. 대회명: 제8회 코리안컵 온라인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대회
2. 장

소: 수상스키 – 여주신륵수상레져
웨이크보드 – 춘천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웨이크서프 – 경기도 청평 버드마리나

3. 일

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2020.11.7.(토).~8(일) 10:00~16:00
웨이크서프 2020.11.7.(토) 10:00~16:00

4. 주최·주관: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5.후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주)로러스엔터프라이즈, Master Craft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0.10.30.(금)~11.5(목)
❍ 신청방법
- 수상스키 및 웨이크스포츠종목-온라인접수(https://app.sports.or.kr/app/ws/)
신청 종목, 날짜, 오전(10:00~13:00) 오후(13:00~16:00)로 나누어 신청하며,
각 날짜별 선착순 접수로 한다. 오전 오후 중복 신청 할 경우 임의로 변경 처리함.
❍ 신청구분
1) 수상스키 슬라롬(남・여) : 전 연령부문 남자・여자부
2) 웨이크보드(남・여) : 전 연령부문 남자・여자부
3) 웨이크서프(남・여) : 전 연령부문 남자・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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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웨이크보드, 서프보드: 선수 자신이 준비한다.
나) 로프 및 핸들
로 프 : 선수(웨이크보드) 및 주최 측 (웨이크서프, 스키)에서 준비한다.
핸 들 : 참가자 및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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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명복 : 참가자 자신이 준비한다.
라) 웨이크보드 참가자는 헬멧 착용을 권장한다.
바)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예정으로 수트 착용을 필수로 한다. 미착용 시 참가 불가
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온 37.5도 이상일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음료 이외의 음식 섭취는 금지 한다.
자) 본인 순서 경기 후 바로 귀가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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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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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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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웨이크서프
가) 경기방식 : 프리라이딩 방식
나) 경기정 : 2018년형 Mastercraft X-Star
다) 경기정 속도 : 선수의 요청에 따르며, 경기 중에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라) 경기로프 : 핸들이 부착된 특정로프를 개최자가 준비한다
마) 경기코스 : 양 경기정 속도 17kph로 최소 45초 운항한거리
(컷 오프 부이 포함) - 약 230m
바) 연기구성 : 경기규칙 상의 모든 연기동작 허용
사) 실시횟수 : 2패스 기준. 총 2회의 낙수 허용
m 종목별 영상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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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시기 순서 없이 본인이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진행한다.
가. 수상스키
가) 경기정에 탑승한 승선 심판은 선수 본인 확인 및 경기정 속도와 로프 길이를 확
인한 후 설치된 부이가 보일 수 있도록 라이딩 영상을 촬영한다. 경기정 속도와 로프
길이 변경 시 반드시 체크하고 촬영이 끊기지 않도록 원테이크(One-Take) 영상으
로 촬영 한다.
나)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경기 마감 후 영상 심판 3명이 판독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나. 웨이크보드
가) 모든 선수 경기 시 동일한 줌과 각도로 고정된 고프로 액션캠 사용 하고, 승선
심판은 경기 영상 촬영 관리와 인코스/아웃코스를 확인한다.
나) 난이도, 구성도, 완성도로 이루어진 채점기준에 따라 영상을 판독하여 채점하며,
영상 심판 3명이 판독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편집 화면에 고정 스케일을 삽입하여
선수의 로프 길이를 감안한 연기동작의 높이 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도움)
다. 웨이크서프
가) 모든 선수 경기 시 동일한 줌과 각도로 고정된 고프로 액션캠 사용 하고, 승선
심판은 경기 영상 촬영 관리와 인코스/아웃코스를 확인한다.
나) 난이도, 다양성, 완성도, 강도로 이루어진 채점기준에 따라 영상을 판독하여 채
점하며, 영상 심판 3명이 판독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편집 화면에 고정 스케일을
삽입하여 선수의 로프 길이를 감안한 연기동작의 높이 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
여 공정한 심사를 도움)
- 시상계획
가.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남·여 각 1-6위까지 선정, 웨이크서프 남·여 각 1-3위 까지
선정 후 트로피와 상장은 택배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선수는 상장과 트로피 언박싱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협회로 제출한다.
나. 제출된 영상을 대회 영상 마지막에 삽입하여 시상식까지 대회 영상편집 및 송출한다.
대회 영상 및 결과는 협회 공식 Facebook 과 YOUTUBE 채널을 개설하여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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