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Race
대회공고
(딩기레이스)
2018. 5. 25(금) ~ 5. 27(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1

대회조직
2018 화성 서해안컵 전국요트대회는 대한요트협회 승인대회로 화성시와 화성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경기도세일링연맹이 주관하며, 대한요트협회, 경기도세일링연맹, 경기도세일링
연맹에 가맹된 요트협회(화성, 김포, 안산, 시흥, 평택, 용인, 고양)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

규칙

2.1

본 대회는 WS(World Sailing) 경기규칙(RRS 2017~2020)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2.2

대한요트협회 경기규정, 동호인 등록규정 및 해당 클래스 규칙이 적용된다.

2.3

대회공고와 세일링세칙이 서로 상충할 때는 세일링세칙이 우선한다.(RRS 63.7 수정)

3

광고
참가보트는 대회조직위에서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를 표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4

참가자격 및 신청

4.1

본 대회는 2018 년 5 월 25 일 기준 대한요트협회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비 전문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동호인 대회로, 참가자는 대한요트협회 동호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하단 선수/동호인등록 참고 www.ksaf.org)
종목
레이저 일반부(오픈)
레이저 마스터즈(오픈)
토파즈 일반부(오픈)

참자자격
ㆍ엘리트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만 18 세 이상 남녀
(1973. 5. 26 ~ 2000. 5. 25 일 이전 출생자)
ㆍ만 45 세 이상 남녀(1973. 5. 25 일 이전 출생자)
ㆍ엘리트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만 18 세 이상 남녀
(2000. 5. 25 일 이전 출생자)

4.2

4.1 항의 참가자격 중 ‘생년’을 제외한 ‘월일’은 조직위의 판단으로 조정하여 접수 받을 수 있다.

4.3

대회 안전 및 기타의 문제로 조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장비(경기정)

5.1

조직위원회에서 레이저 및 토파즈 장비를 제공한다.
Laser : 10 척

조직위원회/경기도세일링연맹
www.gya.or.kr

토파즈 : 20 척

5.2

장비사용신청은 선착순으로 하며 붙임 2 의 참가신청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

개인 또는 클럽이 장비를 가지고 오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장비를 보유한 개인 또는
클럽참가자의 장비 이동지원 여부는 참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에 의해 결정된다.

6

출전신청 및 참가비(장비 차터비)

6.1

자격이 되는 배들은 붙임 2 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 월 11 일 18:00 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gsaf1985@naver.com

6.2

참가비는 아래의 은행으로 5 월 11 일까지 계좌이체를 하며 출전이 확정된 이후 불참 시 환불되지
않는다. 단, 6.3 항에 의해 조직위에 의해 출전이 제한될 경우 전액 환불된다.
신청기간 내(5. 11 이내)

신청기간 후(5. 12~)

50,000 원

70,000 원

참가비(차터비)

계좌명 : 경기도세일링연맹 • 계좌번호 : 355-0027-1824-33 농협
※ 송금 시 참가클래스 및 참가자 성명 표기(예 : 레이저 / 홍길동)

6.3

제한된 수량의 차터용 경기정으로 인해, 준비된 수량을 초과하여 참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균등하게 출전권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조직위가 최종 결정한다.

6.4

조직위원회는 출전등록의 거절에 따른 어떠한 비용발생에도 책임이 없다.

6.5

6.2 항의 신청기간 이후의 참가신청에 대한 접수는 조직위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7

출전등록 및 대회일정

7.1

출전이 확정된 각 선수는 전곡항마리나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실로 방문하여 경기정(차터정)을
수령을 포함한 현장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정 수령 및 현장등록일

시간

5 월 25 일

10:00~18:00

7.2

등록 시에 ‘참가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7.3

대회일정은 아래와 같다.
날짜

시간

행사일정

장소

5. 25(금)

09:00~18:00

참가등록 / 계측

전곡항마리나(대회본부)

5. 26(토)

10:00~

스키퍼 미팅

전곡항마리나 2 층

12:25~

첫 번째 경기신호

경기수역

18:00~

환영만찬

대회당일 공지

10:00~

스키퍼 미팅

전곡항마리나 2 층

12:25~

첫 번째 경기신호

경기수역

18:00~

시상식

전곡마리나 특설무대

5. 27(일)

8

계측
차터용 경기정 외 개인 또는 클럽이 가져온 장비는 언제든지 계측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경기 참가정
중 본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명한 배는 계측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9

세일링 세칙
세일링세칙은 5 월 26 일 스키퍼미팅 시 배포된다.

10

경기수역 및 코스
붙임 1 에는 경기수역 및 범주할 코스가 표시되어 있으며, 코스는 삼각코스 또는 풍상,풍하 코스이다.

11

벌칙방식

11.1 규칙 44.1 과 44.2 가 적용된다.
11.2 세일링경기규칙 부칙 P, 규칙 42 에 대한 특별 절차가 적용된다.

12

채점

12.1 채점방식은 세일링경기규칙 부칙 A 낮은 점수방식이 적용된다.
12.2 대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 경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12.3 4 경기 미만 완료된 경우, 보토의 대회 성적은 경기성적의 합계로 하며, 4 경기 이상 완료된 경우

13

지원배
공식 경기운영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게양한다.

14

계류
육상계류 공간은 차터정이 계류된 지정된 장소이며, 개인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개인장비를
이용한 참가자는 참가신청과 함께 장비이동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5

잠수 장비와 플라스틱 폴
첫 경기 준비신호부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수중 호흡기구, 플라스틱 폴 또는 그와 유사한 장비를
보트 주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미디어 권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와 배는 대회기간 동안 촬영된 모든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 대한 권리와
허가를 조직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촬영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활용 가능한 미디어에 게재되어 방송되는 것으로, 어떠한 언론이나
광고에도 편집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다.

17

통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트는 경기 중에 음성 혹은 데이터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모든 보트가
이용할 수 없는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면 안 된다.

18

시상
4.1항의 경기종목별 1위에서 3위까지 트로피 및 부상이 수여된다.

19

책임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조직위원회, 경기도세일링연맹,
대한요트협회, 주최, 후원, 협력업체 등 본 대회 관련 어느 조직도 대회 중에 육상 및 해상에서
참가자들 에게 일어나는 사람 또는 물질에 대한 손상, 부상, 사망, 손실, 불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모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수락하는 것이다.
참가정은 WS 세일링 경기규칙 제 1 장 기본 규칙 4 조:A 에 따라 출항여부 및 레이스의 지속은
참가정의 책임 하에 결정된다.

20

보험
모든 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보험 또는 이와 동등한 유효한 3 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ㆍ굳프랜드 : http://dongbu.ufinsu.com
ㆍ스포츠안전공제 : http://www.sportsafety.or.kr

21

추가정보
추가 정보 요청을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회조직위원회
2018 화성 서해안컵 전국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경기도세일링연맹

031-255-3830
070-4247-6730
www.gya.or.kr
gsaf1985@naver.com
Hwaseong West coast Cup Yacht Race Organizing Authority
Gyeonggi-do Sailing Federation
(ver. 20180417)

# 붙임 1 경기수역

# 대회본부(마리나클럽하우스 1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