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ry Technical Date

구 분 시 간

2월 04일(금) 17:00 ~ 18:00

취  소

10:00 ~ 11:50

11:50

11:50 ~ 12:00

12:05

12:10

1차 결과 후 20분

종료 후 30분

[경기규정]

※ 부문 출발순서 : 

   - 1차전 : 초등부(여자->남자), 일반부(여자->남자), 선수부 통합(여자->남자)순서로 출발

※ 모든 참가선수는 시즌권 또는 리프트권 개별 지참.(리프트권 구입은 2월 4일(금)부터 할인권 제시 후 구매가능, 할인권(50%)은 BIB배부처 게시)

또는 백신패스 유효기간 경과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가능)를 준비 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8세 미만은 백신패스 규정에 따라 시합날짜의 2004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참가자의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과 미접종자의 PCR검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BIB 배부 시 백신접종 완료자는 COOV(쿠브), 네이버, 카카오 등 접종 완료한 화면 캡쳐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백신미접종자

1. 18세 미만 백신패스 미대상자는 접종완료자로 구분하고 마스크 필수착용, 거리두기 시행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취소 시 시상품은 개인 전달

비고

출발지점

선수전원참가

대회본부(타워콘도 1층 홍송 홀)

2월 05일(토)

대회종료

인스펙션

전주자 출발

시상식

※ BIB 반납은 활주 후 경기장 하단부 반납처에 반납하고 BIB 보증금 2만원 환급 받으세요.

내용

BIB 배부

※ 경기당일(2월 5일)에 BIB를 수령하실 분은 08:00~08:30까지 대회본부(타워콘도 1층 홍송 홀)에서 수령.

취소(전달사항은 연맹 홈페이지 공지)

※ 참가부문 허위기재(등록선수가 일반으로 참가 등)시 시상후라도 모든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품을 회수함.

※ 리프트할인시 매표 창구에 BIB과 접수증 제시

※ BIB 반납은 활주 후 경기장 하단부 반납처에 반납하고 BIB 보증금 2만원 환급 받으세요.

※ 대회 참가자들의 각종 부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선수 본인에게 있음.

※ 각 시상부문별 참가자는 3인 이하일 경우 별도 시상 안함 (통합 시상).

※ 2차전 성적으로만 순위 산정.(2차전 성적이 동점일 경우 1, 2차전 합산 성적 적용

*** 위 규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BIB 배부시 대회본부에 게시된 내용을 최종 확정안으로 함. ***

2차 1번 출발

   - 2차전 : 1차전 부문별 성적을 역순하여 실시

출발순서 5분전까지 출발지점에 대기하지 않으면 출발순위 불이익처리. => BIB는 대회 전날 전산으로 추첨됨

공식 트레이닝

리프트오픈 09:00:00 AM 레드리프트

출발지점 집결

1차 1번 주자 출발

개회식,오리엔테이션

※ 순위시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상의 경우, 시상식 현장에 본인이 있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시상함.

제6회 한국오픈모글스키대회

TD :
Chief of Race :
Chief of Judge :

Course Name :  뉴-레드

Start :

코스길이 :

경사도 :

2022. 02. 04 ~ 05

Mogul Time Schedule

용평리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