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대한서핑협회장배 전국서핑대회
2019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

    ■ 날짜 : 2019. 6.(3일간)
    ■ 장소 : 미정(경기 7일전 공지)

    ■ 주최 : 대한서핑협회
    ■ 주관 : 대한서핑협회
    ■ 후원 : 까웨(K·WAY)

대회공고

1. 규칙
  1.1 이 대회는 국제서핑협회(ISA)에 정의된 규칙이 적용된다.
  1.2 대한서핑협회 규정이 적용된다.

2. 광고
  2.1 선수는 대한서핑협회에서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를 표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3. 참가 자격 및 신청
  3.1 참가 자격은 2019년 대한서핑협회 등록 선수에게 주어진다.
  3.2 참가신청은 2019년 5월 15일(수) 까지 대한서핑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3.3 참가 신청 후 클래스(부) 변경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대회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3명 이상 참가 신청한 클래스(부)로만 변경 가능하다.
  3.4 이 대회는 2019년 대한서핑협회 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이 완료된 아래 클래스의
      선수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4. 일정
  4.1. 경기 날짜: 6월 중(경기 시작 7일전 공지)
     * 국가대표 선발전임이므로 파도가 가장 좋은 시기에 진행
5. 대회 장소
  5.1. 경기 시작 7일전 공지한다.
      * 국가대표 선발전임이므로 파도가 가장 좋은 시기에 진행



6. 경기 방식
  6.1. 파도 제한은 경기 당일 파도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6.2. 4명이 한 조를 이루고 과반수이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6.3. 각 조의 경기 시간은 20분이며 다음경기 참가자는 10분전에 준비 완료하여 대기
       한다. 단 파도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4.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위원 및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채점 방법
  7.1. 경기시작 1회 사이렌신호 이후 라이딩부터 점수가 인정된다.
  7.2. 경지종료 2회 사이렌신호 이전의 테이크오프까지 점수가 인정된다.
  7.3. 심판은 선수의 퍼포먼스 중 가장 높은 두 개의 점수를 사용하여 채점한다.

8. 벌점
  8.1. 심판의 과반에 의하여 제기 되고 헤드저지에 의해 결정 된다.
  8.2. 다른 선수 라이딩 방해 시 차점의 반을 감점 한다.
  8.3. 레쉬가드를 잘 못 착용 했을 시 경기 참가 불가능하다.

9. 이의제기
  9.1. 심판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9.2. 경기 종료 후 30분이내 대회본부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9.3. 선수는 점수의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9.4. 선수는 반칙(드롭)의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10. 무선 통신
  10.1. 경기 중에 무선통신을 전송해서는 안 되며 모든 선수가 이용할 수 없는 무전통
        신을 수신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은 휴대전화에도 적용된다.

11. 시상
  11.1. 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개인 1,2,3위 - 대한서핑협회장 상장, 메달

12. 책임의 배제
  12.1.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참가한다. 대한서핑
        협회는 대회는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앉는다.



13. 보험
  13.1. 참가하는 각 선수는 아래와 같은 보험 또는 이와 동등한 유효한 3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14. 추가 정보
  14.1. 이 대회는 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이다. 랭킹
        포인트 산정방식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참고한다.
  14.1.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한서핑협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1 크리스탈오피스텔 1514호
이메일: info@koreasurfing.org
전화: 051-731-1140, 팩스: 051-731-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