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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LING INSTRUCTIONS 
패들링 지시서 

“WPA KOREA는 패들보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기위원회는 반드시 경기수역의 해상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선수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의무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경기위원회는 경기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상과 사고에 대해 

선수들에게 경고하고 안전요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패들러 미팅시 자세히 안내한다. 위험
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수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부상이 있을 경우(패
들을 하늘 위로 흔든다), 부상이 없을 경우(두 손을 하늘 위로 흔든다). 

1.0 경기규칙: 

1.1 본 대회는 WPA(world paddle association)과 SUPAA(stand up paddle athlete association)에
서 규정하는 패들보드 경기규정에 의거하고 WPA KOREA에서 최종 수정되고 적용되는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1.2 세종시가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경기장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경기수역의 일부가 패들
링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수들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패들링을 하여야 한다. 

2.0 안전: 

2.1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 리쉬를 착용하여야 한다.  

2.2 주니어 클래스 선수들은 반드시 리쉬와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2.3 모든 선수들은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휘슬을 소지하
고 있어야 한다.  

3.0 경기의 결정: 

3.1 경기에 출전등록을 한 이후 선수가 실제 출전여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선수 개인
의 선택에 따른다.  

3.2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여 출발한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고 판단될 때 경기를 포기하는 것 또한 선수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3.3 다만, 급작스런 천재지변이나 날씨 등,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응급상황으로 인해 경기
위원회에서 취소되거나 중단될 때 모든 선수들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0 출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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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출전등록은 패들구루 사이트(www.paddleguru.com) 혹은 네이버 오피스(http://me2.do/

5m9M9VH5)를 통해서 할 수 있다 

4.2 인터넷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서 대회본부에서도 출전 등록을 할 수
는 있으나, 반드시 6월 15일 까지 대회 조직위원회에 전화(070-4232-8522) 또는 이메일
(kor22@me.com), 혹은 직접 방문하여 출전의사를 밝혀야 한다. 

4.3 사전 출전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등록하는 선수들은 10%(3,000원)의 가산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4 본 대회에는 개인 장비가 없는 사람도 선착순으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경기정을 차
트할 수 있다(카약 50척, SUP 100척). 

5.0 참가비  

5.1 본 대회의 참가비는 WPA KOREA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하며 클래스별 등록비용은 

다음과 같다.  

5.2 카약 3KM: 무료 

5.3 카약 스프린트: 무료 

5.4 SUP 3KM: 30,000원  

5.5 SUP 6KM: 80,000원(WPA KOREA선수등록 비용 50,000원 포함) 

5.6 SUP 스프린트: 무료(단, 1부 혹은 2부 리그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5.7 SUP 단체전: 무료(단, 1부 혹은 2부 리그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6.0 코스 

 6.1 각 경기에 적용되는 코스는 경기당일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사전공지없이 변경
될 수 있다.  

6.2 경기 코스는 부록 A를 참고한다.  

7.0 클래스 구분 

7.1 카약 스프린트 400M OPEN(남여 구분없음) 

7.2 카약 3KM OPEN(남여 구분없음) 

7.3. SUP 스프린트 400M:남/여 
7.4 SUP 3KM:  

• 쥬니어(초등학생 이하/남여구분 없음) 
• 학생부(중/고등학생) 
• 대학청년부(30세-39세 이하) 
• 중년부(40세-49세 이하) 
• 마스터부(50세 이상) 

7.5 SUP 6KM: 남/여 

7.6 SUP 단체전(남자4명/여자1명_모든 선수는 1부 혹은 2부 리그에 출전등록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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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장비 규정 

8.1 SUP 길이: 14피트 이하   

8.2 SUP 넓이: 23인치 이상  

8.3 SUP 무게: 제한없음   

8.4 SUP 패들: 패들은 싱글 블레이드 패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8.5 단체전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보드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한다. 
8.6 카약: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카약만 가능 

9.0 패들링 규칙 

9.1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레벨 1_경기에 처음 참가하거나 3KM 이상의 경기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시작 후 피니쉬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 반드시 서서 패들링을 해야한다.  

9.2 만일 레벨 1 이상의 선수가 앉은 상태에서 전진을 위한 목적으로 5회 이상 패들질을 

했을 경우에 실격처리된다.  

9.3 만약 선수가 자신의 신체 혹은 다른 선수들의 신체를 위험에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적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9.4 선수들은 반드시 패들을 이용한 추진 수단과, 파도, 바람 등을 이용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  

9.5 다른 외부의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된다.  

9.6 또한 바람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옷의 착용도 금지된다.  

9.7 보트에 의해서 생기는 파도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선수가 고의적으
로 보트의 오너와 협의해서 파도를 만들고 본인만이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실격처리될 수 있다.  

10.0 입출항 신고 

10.1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해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대회본부에 위치한 서
명란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을 하고 나가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의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에 실격처리 된다.  

10.2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해상에서 돌아온 후에 반드시 대회본부에 위치한 서
명란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의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에 실격처리 된다.  

11.0 경기 출발 순서 

11.1 대회 당일 대회본부 앞에서 실시되는 패들러 미팅에서 해당일의 경기에 사용되는 코
스와 스타트 방법 등이 자세하게 공지될 것이다.  

11.2 얼라이너의 지시에 따라 출발 10분 전부터 선수들을 스타트 라인 근처로 집결해야 

하며 늦어도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1분 전까지는 모두 출발선으로 모여야 한다.  

11.3 스타터와 얼라이너의 지시를 어기고 출발선을 넘는 선수들은 부정출발로 실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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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출전선수가 60명 이상일 경우에는 남여 선수를 따로 출발 시키되 남자선수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1분 후에 여자선수들을 출발 시킨다. 규칙 17.16(최소 3분 간격 출발)을 변경한다.  

11.5 예상되는 출발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부 리그 남자 
2. 1부 리그 여자 
3. 2부 리그 남자 
4. 2부 리그 여자 
5. 카약 OPEN 
6. 초등부 500M 

11.6 출발선은 첫 번째 마크를 기준으로 90도로 셋업 된다. 

11.7 두 개의 노란색 마크 사이에서 출발한다.  

11.8 스타트 마크는 어떤 경우라도 1미터 이상의 유격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11.9 출발선의 길이는 선수 1명당 1미터 정도로 설정된다. 

11.10 스타터는 해당 클래스의 선수들을 출발 최대 5분 전에서 30초 전까지는 “OO클래
스는 출발선으로 집결”이라고 소리치며 해당 선수들을 출발선으로 집결시킨다.   

11.11 해당 클래스에 대한 집결 소리신호 없이는 절대 스타트 라인 근처 1미터 이내로 접
근하면 안된다.  

11.12 출발신호 이전에 출발선을 넘어가면 부정출발로 실격처리된다.  

11.13 만약 바람이 많이 불거나 조류의 흐름이 강할 때 스타터는 선수들을 제리에 앉아서 

대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1.14 해당 선수들이 모두 출발선으로 모이면 5초 안에 언제든지 “한 번의 긴 소리신호와 

함께” 출발시킬 수 있다.  

11.15 만약 스타터나 얼라이너가 선수들의 라인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중지”라고 

외치고 다시 스타트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11.16 선수들을 보다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예비출발선”을 셋업할 수 있다. 

11.17 예비출발선은 스타트라인과 같은 형태로 셋업되고 출발선의 4미터 후방에 설치될 

것이다. 

11.18 출발 1분전에 한번의 짧은 소리 신호와 함께 선수들을 예비출발선으로 불러 모은
다. 이 때 선수들은 예비출발선의 1미터 후방까지 접근할 수 있다. 

11.19 선수들이 예비선으로 모두 모이면 다시 한번의 소리신호와 함께 “OO클래스는 출
발선으로 집결”이라고 외치면 선수들은 출발선의 1미터 전방까지 접근할 수 있다. 

11.20 선수들이 출발선 5미터 후방에서 출발선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약 10초 안에 언제
든지 “한번의 긴 소리신호와 함께” 선수들을 출발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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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절차에 대한 정리  

11.21 선수들은 반드시 스타트 신호에 의해 반응해야하며 절대 소리를 예측해서 움직이
면 안된다. 

12.0 피니쉬 
12.1 보드의 일부가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거나 비치피니쉬는 몸의 일부가 라인을 통과하

면 피니쉬로 인정한다.  

12.2 선수들은 피니쉬 후 최소 3초간 패들을 손에 들고 있어야 수상 피니쉬가 완료된다. 

12.3 비치 피니쉬에서는 피니쉬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패들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
다.  

12.4 패들을 손에 들고 있지 않는 선수들이나 피니쉬 확인을 받지 않은 선수는 반드시 다
시 피니쉬 라인을 올바르게 통과하고 순위와 시간을 확인 받아야 한다. 

12.5 피니쉬 라인 심판이 피니쉬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즉시 내용을 알려
줄 것이다. 

12.6 피니쉬 라인을 통과한 선수들은 가급적 빨리 피니쉬 라인근처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기위원회 해당 클래스 선수 그 외 선수들

60분 전 코스 셋업 경기수역 탐방 경기수역 탐방

30분 전 패들러 미팅 패들러 미팅 패들러 미팅

3분 전 선수들에게 5분 남았음을 공
지하기 출발선 근처로 접근 해당 클래스 선수들의 후미에

서 접근

30초 전 해당 클래스 선수들은 출발선
으로 집결 이라고 소리치기 출발선 1M까지 접근 출발 선수들 후방 5미터 이상 

유지

5초-출발 5초 안에는 언제든지 출발신
호 가능 소리신호에 맞춰 출발 출발 선수들 후방 5미터 이상 

유지

재출발시 출발선 4미터 후방에 예비출
발선 셋업 출발선에서 벗어나기 출발선에서 벗어나기

1분 전
1회의 짧은 소리신호와 함께 
해당 클래스 선수들을 예비라
인으로 불러 모으기

예비출발선 1M 까지 접근 해당 클래스 선수들의 후미에
서 접근

10초 전 1회의 짧은 소리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출발선으로 집결” 출발선 1M까지 접근 출발 선수들 후방 5미터 이상 

유지

출발 10초 안에는 언제든지 출발신
호 가능 소리신호에 맞춰 출발 출발 선수들 후방 5미터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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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비치로 달려서 피니쉬할 경우에는 출발선과 같이 두 깃발 사이로 달려서 피니쉬를 

하되 반드시 자신의 패들을 들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한다.  

13.0 마크의 이동 
13.1 만일 경기위원회가 운영상 마크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두가 해당 마크를 

회항하기 전에 마크를 이동시켜 앵커링 한 후에 마크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모든 선수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4.0 항의 
14.1 만일 경기수역에서 스포츠맨 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선수로 인해 경기성적에 손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해당 클래스의 마지막 선수가 피니쉬하고 15분 안에 항의서
를 작성하여 대회본부에 제출하므로서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14.2 항의자는 피항의자에게 본인이 작성한 항의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항
의서를 제출할 때 심판에게 항의청문회가 몇 시에 열릴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피항의자에세 

전달하여야 한다. 

15.0 패들러 미팅 
15.1 공식경기가 있는 시간의 최소 30분에서 60분 이전에 대회본부 근처에서 패들러 미팅

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5.2 경기수역의 위험상황들, 코스에 대한 설명 혹은 변경공지, 스타트 및 피니쉬 방법 

16.0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안내 
16.1 WPA KOREA는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경기를 실시한다.  

16.2 매 경기에는 1부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숫자에 따라 랭킹포인트가 다르게 부여
된다.  

16.3 4번의 경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4명의 남자선수와 2명의 여자선수가 2016

년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16.4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10월달에 국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16.5 선발된 선수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16.6 선발된 선수들은 자체 훈련 중에 총 20차례 이상의 경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랭킹포
인트를 무시하고 모든 모의레이스의 성적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남자 2명, 여자 1명을 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로 선정한다. 

16.7 만약 1부 리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의 국적이 대한민국(2016년 6월 
18일 현재)이 아닐 경우에 경기에는 참가할 수 있고 랭킹 포인트를 부여 받을 수는 있으나, 국
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는 없다. All participant get race ranking point with prize., we em-
power only korean nationality participant to get point for become Korea national SUP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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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랭킹포인트 부여방식 

순위 보너스 포인트

1 1000

2 880

3 780

4 680

5 600

6 520

7 500

8 440

9 380

10 340

11 300

12 260

13 230

14 200

15 180

16 160

17 140

18 120

19 110

20 100

21 99

22 98

2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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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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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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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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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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