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 CAT2 ORGANIZATION)

2019 ParaGliding Accuracy
WorldCup-포항
21~25. AUG. – 칠포 해수욕장

지역 규정(한글판)
Updated: 20, JULY 2019.

Local Regulations(지역 규정-한글판)
1-

참가선수

대회에서 조종사의 최대 수는 100 명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조종사가 더 많은 경우 PGAWC 팀에서
선발 절차를 적용하고 조종사 선발 규칙은 웹 사이트 www.pgawc.org에서 지정합니다.
- 동점 시드일때는 외국인 선수 우선 배정.
- 31일까지 100명이 채워지지 않았을 시 대회 전까지 추가 접수.
- 100명 마감 후 불참석자가 생길 경우 해당자리는 주최측에서 와일드카드 사용.

2-

참가비

확정된 조종사가 되면 이름 옆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으며, " waiting for payment "이후
75,000원의 입장료를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외국선수에 한하여 스텝 및 관계자는 50유로를 입금하거나 현장결재 하셔야 하며,
동반인의 수는 호텔 등의 사정으로 참가선수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참가비는 다음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 금 주: 포항시패러글라이딩협회
은 행 명: 신 협
계좌번호: 131-020-218648
한국선수들은 KRW 75,000원을 입금하세요.

참가비를 지불했지만 조종사 최대 인원이 100 명에 달해 확인되지 않은 조종사는 전액 환불 (은행 송금
비용 절감 후)을 처리합니다.
참가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이름 배지 및 안전 / 연락처 정보.
2. 공식 훈련 일 및 경기 일 동안 이륙 수송.
3. 공항 픽업 서비스 (PUS 및 TAE 공항 만 해당)
4. 3 일간 공식 호텔에 무료 숙박 (더블 또는 트리플 룸 및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식사)
5. 일일 런치 패키지, 공식 훈련 일 및 경기 일에 물.
6. 티셔츠와 선물.
7. 무료 인터넷 (Wi-Fi) 액세스.
8. 응급 구조 및 응급 처치.

※ 지불 마감 : 최종 지불일은 2019 년 7 월 31 일입니다.

3- 등록
모든 조종사의 사전 등록은 PGAWC 공식 웹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필요 서류:
1. National Association membership (NAC) 카드 (국가 라이센스가 IPPI 카테고리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 Para Pro 4 이상 카테고리의 IPPI 카드)
2. 유효한 FAI 라이센스
3. 유효한 보험 영어 증명서 (최소 30,000 EUR 또는 35.000 USD 이상)
4. PGAWC 신분증

4- 경쟁자의 의무
1. 참가자는 유효한 FAI 스포츠 라이센스 및 제 3 자 보험을 보유해야하며,
2. 참가자는 www.pgawc.org 또는 주최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해야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이 양식을 사용하여 경쟁자는 대회 참가 등록을 받았지만 참가비 전액을 지불 한 후 참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된 조종사가 참여를 취소하려면 PGAWC에 최소 일주일 전에
office@pgawc.org로 전자 메일을 보내야합니다.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경쟁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5- 숙박시설
- 공식 호텔에 3 일간 무료 숙박 (더블 또는 트리플 룸 및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식사포함)
- 방문 웹 페이지 : http://www.philoshotel.kr (HQ)
-이 링크를 사용하여 방을 예약하십시오 : http://www.ph-pgawc.com
- 주소 : 필로스호텔 - 경북 포항시 북구 죽파로6(용흥동145-21)
- 3 일 이상 Hotel의 트윈 또는 트리풀 룸 및 식사제공 : 1일 1인당 30,000KRW.
- 기간 중 싱글 룸 사용 : 단독사용 희망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1일 1인당 30,000KRW.
- 선수와 동반인은 공식행사일 포함 7일 이내만 공식호텔이 제공됩니다.
- 또는 : 포항시와 가까운 자신이 선호하는 숙박 시설을 찾아보십시오.

6-포항으로 찾아 오는 방법(HQ)
포항시는 한국 남동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국제 공항은 부산 공항 (PUS-2
시간)과 대구 공항 (TAE-1 시간 30 분)입니다. 그러나 이 공항에는 국제 노선이 부족합니다.
PUS, TAE에서 픽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국제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 https://www.ph-pgawc.com
예약 온라인 픽업 서비스 : https://www.ph-pgawc.com
- 부산 국제 공항 (PUS)에서 왕복 여행 : 무료.
- 대구 국제 공항 왕복 (TAE) 요금 : 무료.

7-장비
모든 파일럿은 장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을 책임집니다. 장비는 파일럿 규격을 충족해야합니다.
패러 글라이딩에 적합한 헬멧과 낙하산이 필요합니다.

8-경쟁 번호

컨테스트 번호는 무작위로 추첨 됩니다. 번호는 주최자가 제공합니다.

9-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에는 다른 나라의 3 명의 경쟁 조종사가 포함됩니다.

10-대회 장소

착륙장: 칠포해수욕장, Pohang.
https://www.google.co.kr/maps/dir//36.1323019,129.3990515/@36.1325535,129.39541
6,16.35zt

이륙장: coordinates are 36°08'05.00"N 129°23'31.50"E. Altitude -190m (Hill take off)

11- 경쟁
- 라운드 수 : 최대 12 라운드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종 브리핑에서 최종 수치가 발표 될 예정 임).
- 유효성 확인 : 대회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최소 1 라운드를 완료해야합니다.
- 경쟁은 국제 판사가 이끄는 숙련 된 심사 위원 팀에 의해 판단되어야하며,
- PGAWC 기술 대표는 경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최종 라운드 1 시간 후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12- PGAWC-성적계산
- 개인 경기 : 5 회 이상의 유효 라운드가있는 경우, 최악의 개인 점수는 떨어지고,
- 팀 경쟁, 팀은 4 명 이상의 조종사로 구성되지만 팀 경쟁 중 4 명만이 한 팀 경쟁에서
경쟁합니다. 조종사는 경기 중에 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팀득점 : 각 라운드에서 최고 3 명의 팀 득점이 해당 라운드의 팀 결과로
계산됩니다. 점수 하락은 없습니다.
-특별상 : 하이브리드 팀 결과는 모든 유효 라운드의 합계입니다.
한 라운드에서 한 명의 파일럿 점수 만 인정됩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팀 이름과 각 라운드를 선택하는 선수의 이름이 제출됩니다.
3 명의 선수가 모두 경기하기전까지는 다른 중복된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올바른 예) 123,321,132,213,123 ...
- 틀린 예) 112,122,313,131,111 ...
하이브리드팀은 공식 팀과 국가에 관계없이 남성 2 명, 여성 1 명입니다.

14- 풍속
최대 허용 풍속은 7 m / s입니다.

15- 이륙 규칙
조종사는 조건에 따라 최종 접근 및 착륙시 적절한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 간격으로 발사 될
것입니다. 발사 간격은 이륙장통제관이 조정하고 한 조종사간에 1.5 분이 되어야한다.
조종사는 이륙통제관의 사전 허가가 없는 한 그려진 비행 명령으로 비행해야합니다.
출발 선에 대한 비행 순서의 조종사의 지각 (결석)은 이 시도에서 최대 점수가 부과됩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잘못으로 3 번 이륙하지 못한 경우, 해당 라운드의 점수 대신 최대 점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순서 두명의 조종사는 이전 조종사와 같은 시간에 이륙 준비가 완료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륙
실패의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6- 비행 / 마지막 접근
곡예비행은 빠른 고도 감소를 위해서라도 비행 중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표적을 향하여 몸을 돌린 후 최종 조종사가 표적에 접근하기위한 최종 결정을 했음을
고려하고 방향을 크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최종 접근법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위치에서 조종사가 착수하는 추가 기동은 위의 요인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표적으로부터 멀리 날아가는 공식 신호는 표적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분명히 적색 신호 깃발을 흔들어야한다는 것입니다.

17- 재이륙
조종사는 자신의 점수에 서명하기 전에 표적의 이벤트 판사에게 신청하여 겹치기 비행 등 재이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자신의 요청을 등록해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기 전에 기록심판에게 재이륙을 요청하십시오 (수석 및 이벤트 판사 제외).
조종사가 도착하기 30 초 전에 풍속이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면 조종사는 자동으로 재 이륙을 통보
받게 됩니다. 조종사는 달성 된 점수를 수락하거나 재이륙을 수락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표적은 조종사의 최종 접근 중 희미 해지고 조종사는 표적에 착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그가 착륙 할 때 장애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든 표적심판의 정확한 점수에 동의 할 수 없으면 신청합니다.
조종사는 안전을 위해 비행 계획을 변경하고 목표물에 착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목표 접근법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부 산만이있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장비가 고장 났을 수 있습니다 (예
: 절단된 조향 선 또는 큰 불안정한 조종사의 사전비행 점검 결과가 없거나 조종사가 목표에 도달 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최종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등의 대규모 싱크대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표적으로 날아 가지 않거나 지역 규정에 기술 되어야만하는 신호를 내는 경우
재이륙은 승인 될 수 있다.)

18- 항의 및 시위
불만 사항은 이벤트 디렉터 또는 수석 판사에게 구두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결정은 착륙
후 즉시 다른 사람과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조종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해야합니다.
항의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항의를 이벤트 디렉터에게 서면으로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위는 구두항의 결과에 대해 통고 한 후 2 시간 이내에 주어져야한다.
서면 시위는 30 유로 보증금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시위가 충족되면 보증금이 환불됩니다.

19- 벌칙 및 기타 일반 규칙
벌칙 및 일반 규칙은 섹션 7C에 따라 준용한다.

20 –행사 시간표
21 August 2019
08:00-17:00 Transport Airport
13:00-16:00 Organizing meeting
18:00-21:00 Judge Seminar
22 August 2019
10:00-16:00
10:00-16:00
16:00-18:00
19:00-20:00

Organizing meeting
Training flights / Judge Seminar.
Offical Registration.
General Pilots Briefing.

23 August 2019
07:00-08:00 Breakfast at the hotel
08:00-08:30 Pilots Briefing
08:30-09:00 Transport Takeoff.
09:00-13:00 Offical Training flights (if we finish the training flights on Thusday then
Friday morning we will start directly with the competition flights)
12:00-13:00 Lunch
13:00-18:00 Competition Flights
24 August 2019
07:00-08:00 Breakfast at the hotel
08:00-08:30 Pilots Briefing.
08:30-09:00 Transport Takeoff.
09:00-13:00 Competition Flights.
12:00-13:00 Lunch.
14:00-16:00 Welcome Ceremony.
18:00-20:00 Party at the HOTEL.
25 August 2019
07:00-08:00 Breakfast at the hotel
08:00-08:30 Pilots Briefing
08:30-09:00 Transport Takeoff.
09:00-13:00 Competition Flights
13:00-15:00 Lunch/ Additional time for flights
16:00-17:00 Award Ceremony at the beach.
- 이 시간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합니다.

21- Prize
Overall:
1st place–1,000EUR (=KRW 1,250,000원)
2nd place - 700 EUR (=KRW 880,000원)
3rd place - 500 EUR (=KRW 630,000원)
Female:
1st place - 700 EUR (=KRW 880,000원)
2nd place - 500 EUR (=KRW 630,000원)
3rd place - 300 EUR (=KRW 380,000원)

Team:
1st place – 700EUR (=KRW 880,000원)
2nd place - 500 EUR (=KRW 630,000원)
3rd place - 300 EUR (=KRW 380,000원)
- 상금은 비슷한 수준의 현지 통화(한화KRW)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Special award: - hybrid team (2Male and 1Female mixed)
1st place – SKY AYA Glider 1pc.
2nd place - SKY Gii3 harnnes 1pc.
3rd place - SKY Reserve 1pc.
Special award: - Dong Jin Memorial Award
(Only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1st Male

- SKY Gii3 Harnes 1pc.

1st Female - SKY Gii3 Harnes 1pc.

22- 운영진
Event Organiser: 최 상 혁 운영위원장
Head of Jury:

박 교 택 경기위원장

Meet Director:

박 영 종 경기운영팀장

Event Manager

전 병 창 대외협력팀장

Technic Delgete: Uga Jondzic (Serbia)
Chief Judge: Tone Tursic (Slovenia)

23- 행사 장소 및 연락처
Adress: 필로스 HOTEL(HQ)포항시내
착륙장 : 197. Chilpo-Ri, Heunghae-Eup, Buk-Gu, Pohang-City, KOREA

<포항 월드컵 조직위원회>
대회운영위원장(최 상 혁) Phone: 010-3805-0111
경기 위 원 장 (박 교 택) Phone: 010-2618-6945
경기운영팀장 (박 영 종) Phone: +8210 2301 4322 (WhatsApp)
대외협력팀장 (전 병 창) Phone: +8210 7330 2626 (WhatsApp)

Office Email: info@ph-pgawc.com

/ Tel : 054-272-5109

24- 우수선수 초청
2019 년 PGAWC-Pohang (KOREA)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 운동 선수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 조종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WPRS 순위는 2019 년 6 월 1 일 기준. 남자 1 ~ 10, 여자 1 ~ 5.
B.

해당 조종사는 등록을 완료하고 info@ph-pgawc.com으로

6 월 30 일까지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조종사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본을 보내 주시면 왕복 항공권을 발급 해드립니다.

25- 초청장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7 월 31 일까지 info@ph-pgawc.com 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
여권사본 또는 여권번호와 성명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