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요트경기 ‘470 혼성’종목 추진 관련 경과알림
대한요트협회

2021.4.27.

1. 2019년 제7차 대회위원회에서 전국체전 470일반부를 2021년부터 혼성(남1,여1)로 변
경하는 것을 의결
- 일시: 20219. 11. 19. 17:00 / 장소: 부산요트협회 2층 강의실
- 의결내용
- 레이저 레이디얼 여자 고등부, 일반부(대학포함) 신설
- 윈드서핑 RS:X 고등부, 일반부(대학포함)은 2021년부터 ifoil 남자 고등부, 일반부(대학포함)과
여자 고등부, 일반부(대학포함)으로 변경
- 470 일반부(대학포함)는 2021년부터 470 혼성(남1,여1)으로 변경
- 고등부 420은 29er로 변경하고 1안) 남자 고등부와 여자 고등부 2안) 고등부 오픈으로 변경

※ 대회위원회 개최 직전 시도간담회 개최

2.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2019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관련 개선 사항 의견 제
출 요청｣에 따라, 대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체육회로 공문 제출 (2019.11.21.). 이후
대회운영부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 설명
3. 대한체육회의 심의 절차 진행 후 변경 사항 협회로 통보 (2020.3.03.)
가. 2019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2019.12.12.~13.)
나. 대한체육회 제14차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2020.1.20.)
다.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2020.2.11.)

▫ 요트경기 종목 변경 사항 (470 혼성 변경은 채택되지 않음)
구분
전국체전

현행

변경

비고

ㅇ윈드서핑 세부종목 운영
- 윈드서핑(RS:X)

ㅇ 윈드서핑 경기정 변경
- 윈드서핑(iQFoil)
* ‘21년 제102회부터 적용

ㅇ 올림픽 세부종목 채택 및
해당 경기정 생산 중단
에 따른 변경 예고

4. 협회는 위 변경내용을 시도협회로 공문발송(2020.3.11.)하고 홈페이지 게시 (2020.3.17.)
5. 2020년도 전국체전 코로나19로 미개최됨에 따라 (2020년 말)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개선방안 의견 취합 후 심의 절차 없음. 2021년도 제102회 전국체전(10월) 개최 후
각 종목단체로 대한체육회의 개선방안 제출 요청 예상.
[참고] 2024 파리 올림픽 종목 관련 (2021년 4월 27일 현재)
- IOC는 월드세일링으로 공식적으로 킬보트(혼성)종목의 대체 종목 제안을 요청함.
- IOC의 요청 사유는 “경기수역의 보안(Security), 범위 및 복잡성, 중계 비용 및
어려움, 월드세일링에서 아직 오프쇼어 경기 세계선수권을 개최하지 못한 점”
- 월드세일링은 킬보트(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체종목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변경을 완료하였음.
- 국제 요트계에서는 470혼성을 다시 남자부와 여자부로 분리하는 방안, 카이트보
딩 혼성을 남자부, 여자부로 분리하는 방안, 핀(남)/유럽(여) 혼성으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함.
- 월드세일링은 5월10일-11일 소관 위원회 회의, 5월 14일 카운슬(Council)을 개최하
여 5월 26일까지 IOC로 2가지 방안(우선순위 표기)을 제출할 예정임.

※ 월드세일링의 새로운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2019년도 대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유
효하므로 이미 의결된 원안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상황 발생 시에는
전국시도대표실무자 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 대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확
정할 것임. (대한요트협회장 박기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