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한일 친선 아리랑레이스

Notice of Race

아리랑레이스 실행위원회

제23회 한일 아리랑레이스
1. 명칭 : 제23회 한일 친선 아리랑 레이스
2. 운영 조직
공동주최 : 부산세일링연맹, 겐카이 요트 클럽(이하 GYC)
운

영 : 아리랑 레이스 실행 위원회

3. 일정 및 장소
3-1 일정 및 장소
날짜

시간

내용

장소

5/1(월)

09:00~13:00

한국 입국 절차 등록

수영만 요트경기장

16:00

스키퍼미팅

18:00

개회식

09:00

한국 출국 수속

11:55

예고 신호

12:00

스타트

10:00

타임리미트

후쿠오카 오도하버 앞 해상

12:00

시상식

장소 미정

5/2(화)

5/3(수)

5/5(금)

웨스틴 조선호텔 (예정)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안리 앞 해상

3-2 공식 일정 외의 한국 입출국 절차는 본인 수행 및 부담으로 한다.
4. 규칙
4-1 "세일링 경기 규칙(RRS)"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4-2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 규칙"을 19시부터 05시 30분까지 RRS 제2장에 대
신해서 적용한다.
4-3 IRC규칙을 적용한다.
4-4 일본세일링연맹(이하 JSAF) 외양 특별 규정 카테고리 3을 적용한다.
단, 다음 변경을 수반한다.
4-4-1 3.29.01 "선박용 트랜시버" 대신 "위성 전화(위성 휴대 전화 가능)"을 인정한
다. 이 경우 참여정은 사전에 실행위에 전화번호를 알려야 한다.
4-4-2 일본국적 이외의 배에서 이 규정이 선적국의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국내법을 우선한다.
4-5 아리랑 레이스 특별 제도를 적용한다.
4-6 규칙에 문제가 있을 시, 범주지시서를 우선한다.

5. 코스
부산 수영만 광안리 앞 해상 출발 → 하카타만 오도하버 앞 도착
6. 클래스 및 핸디캡
l IRC클래스
l OPEN 클래스 : 아리랑 레이스 특별 레이팅에 의한 Time on Time방식
각 클래스 3척 이상 참가 시, 성립한다.
7. 참가 자격
요트
7-1 JSAF또는 WS회원 각국 연맹(이하"각국 연맹")의 등록된 배
7-2 인보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배
7-3 대회 시간, 경기 수역에서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일본 배만). 보험은
최소한 배상 책임 보험, 탑승자 상해 보험(일명 1,000만엔, 크루에 해당), 수색구
조비용 보험(200만엔)에 가입해야한다.
7-4 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 기타의 문제로 실행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 된 배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크루
7-5 JSAF또는 각국 연맹 회원
8. 참가 신청
8-1 신청 기간
참가신청 시작일 : 2016년 10월 1일
참가신청 마감 : 2017년 3월 24일(배),
2017년 4월 7일(크루)
마감 이후 배에 대한 참가 신청은 실행위원회에서 검토 후, 참가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늦은 참가신청 요금으로써 별도 10,000엔이 부과된다. 4월 15일
이후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8-2 제출 서류
배(요트)
8-2-1 참가 신청서
8-2-2 참가비 입금증명서
8-2-3 안전검사관리증 (사본)
8-2-4 요트 배상책임 보험증서 (사본)
8-2-5 배 사진
8-2-6 외양 특별 규정 신고서(http://jsaf-anzen.jp/1-1.html보다 다운로드 가능)

크루
8-2-7 참가 신청서
8-2-8 KSAF 선수등록증명서 또는 각국 연맹회원증(사진) 또는 회비입금증(사본)
8-2-9 참가비 납부서 (사본)
8-2-10 서약서(GYC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입국 서류
8-2-11 입출항 신고( 목록의 1, 4, 5, 7~10, 14, 21에 기입 1부 1장)
8-2-12 승무원 명단(일본 출국용 1부 1장 한국 출국용 1부 1장)
8-2-13 선박보안정보(입항 전 절차)(일본입국용 1부 4장)
8-2-14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1부 1장)
서류 제출 기한
8-2-15 상기 8-2-1및 8-2-2는 참가정 신청 마감일(3월 24일),
8-2-3~8-2-14는 크루 신청 마감일(4월 7일)까지 제출
8-3 신청처
아리랑레이스 실행위원회
福岡市中央区春吉２－１１－１ FARO DI HARUYOSHI 4階 〒810-0003
福博酒類販売株式会社内

TEL 092-717-1400 FAX 092-717-1455

E-Mail : info@genkai-yc.com
부산세일링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
TEL 051-747-1768 / E-Mail: sailingbusan@gmail.co
※ 신청은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8-4 참가비
한 척당, 30,000엔
크루 1명당, 20,000엔
※납부된 참가비는 공시 15(참가 거부 및 취소)를 제외한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8-5 입금처
福岡銀行 天神町支店 普通 2294959
アリランレース実行委員会 (아리랑 레이스 실행위원회)

9. 범주지시서
범주지시서는 스키퍼 회의까지 공표한다.
10. 시상
10-1 First Home 상
10-2 각 클래스 1위, 2위, 3위, 기타
10-3 IRC클래스 1위(IRC클래스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OPEN클래스 1위)의 배를
아리랑 레이스 우승 요트로 한다.

11. 검사
참가정에 대한 JSAF-OS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레이스 출발까지 요건을 완비
하지 못한 배는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다.
12. 광고 표시
12-1 참여정은 실행위원회가 지급하는 광고를 선체 양쪽 헐에 표시해야 한다.
12-2 실행위원회는 본 레이스의 목적에 어긋나는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광고 표시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3. GPS로거의 탑재
실행위원회는 참여정에 GPS로거의 탑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작은 배는 설치
장소, 취급 방법 등을 포함시켰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취득된 로그 데이터는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14. 정박지
참여정은 실행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
15. 참가 거부 및 취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등 참여가 적당하지 않다고 실행위원회가 판단한 배에 대해
서는 참여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레이스 출발 시간 전에 있어서는
참가비를 환불한다.
16. 참여정 책임
16-1 참여정이 출항여부 혹은 경기를 속행할지는 그 배의 책임이며, 요트와 크루의
사고(사망, 상해, 침몰, 파손 등)및 제삼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 주관
스폰서, 협찬, 후원, 협력에 관한 단체 및 개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16-2 요트 및 크루의 출입국을 비롯한 각종 법적 수속은 각 배의 선주 책임 하에 완
료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불편사항은 운영, 주관 스폰서, 협찬, 후원, 협력에 관
한 단체 및 개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