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피싱페스티발
추계 선상 광어다운샷대회 공시서
● 주최/주관 : 국민생활체육 군산시낚시연합회
● 일 시 : 2016년 11월 6일 (일)
● 장 소 : 군산 비응항/십이동파도(경기 포인트는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www.shipowner.or.kr
검색창-군산시낚시어선협회. 군산시낚시연합회
*** 단체신청은 개인별로 신청 후 개인별 비고란에 단체명 기록하여야 함.
대회문의 : 010-6623-6166
● 선단배정 : 단체신청자는 단체승선가능하고 선단배정은 랜덤방식 배정
● 접수기간 : 2016년 9월 20 ∼ 10월 25일(선착순 조기마감)
● 참 가 비 : 130,000원(선비, 중식, 기념품)
(주의 : 참가신청자는 참가비를 당일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기자로 전환되며.
후순위 입금자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829-5636-33
예금주:국민생활체육군산시낚시연합회
● 참가자 현장등록마감 시간 : 11월 6일 03:00∼05시:00
● 경기방식 : 대상어종-광어
낚시방법 : 다운샷(외 바늘 방식)으로 생미끼를 제외한 루어사용.
● 경기시간 : 06:00∼13:00(7시간)
● 계측시간 : 13:30∼14:30(중식제공)
● 시상내역 : 1위 8백만원

700만원+100만원 상품

● 베스트캡틴상 1위 100만원

2위 4백만원

300만원+100만원 상품

2위 60만원

3위 2백만원

100만원+100만원 상품

3위 40만원

4위 ∼ 10위 업체상품 시상
행운상 다수 시상

전국 최대규모의 선상루어 바다낚시대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후원 : 전라북도. 군산시. (주)블루베이트
▣ 협찬 : 접수중입니다.
▣ 지원 : (사)군산시낚시어선협회, (사)새만금조선해양레저협회
✱ 본 대회는 호우 및 태풍주의보에는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6 추계 새만금피싱페스티발
광어다운샷 선상루어낚시대회 경기규칙

1.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05:00이전 까지 참가등록확인서에 서명하고 번호표를 지급
받아야 한다.
2. 낚싯대는 1인 1대로 제한한다. 단 예비대는 휴대할 수 있다.
3. 계측은 1마리의 무게로 결정한다.
4. 2인 이상 동일 무게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정한다.
5. 선단 배정은 랜덤으로 배정하고 배정결과는 대회당일 03시에 공개한다.
6. 다운샷 전용루어(바늘 1개형)채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생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7. 승선 시 추첨에 의한 지정된 위치에서 낚시를 하여야 한다.
8. 계측은 대회장에서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9. 경기 종료 신호 시 낚싯대를 올려야 하며, 랜딩중인 선수는 예외로 한다.
10.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구명동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11. 경기도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경기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2. 참가신청 마감 후 참가취소 및 경기 불참, 실격결정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3. 참가자의 부주의로 분실한 개인장비는 참가자의 책임이다.
실

격

1. 경기이전 감독관이 아이스박스 및 휴대품 확인 불응 시.
2. 다운샷 전용루어(외바늘)에 바늘을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3. 경기시작 이전에 대상어 및 생미끼를 지참하거나 생미끼를 사용한 경우.
4. 경기 중 고의로 타인의 낚시를 방해하는 경우.
5. 경기 중 음주, 가무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항 의
1. 중대한 의의가 있을 경우 소청위원회에 소청하고, 소청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정한다.
2. 소청위원회에서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소청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회장이 당연직이며, 심의 시 해당 감독관이 입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