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주시체육회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 대회규정

제1조 참가자격
1. 참가자격 : 광주시민 모두

제 2조(경기규칙)
1. 국제체조연맹(FIG)의 기술․심판규정과 (사)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경기위원회

제 3조(경기시간)
1. 에어로빅댄스 루틴시간 : 1분20초 (+-5초)
힙합 루틴시간 : 2분

제 4조(경기방식)
경기 규정 적용

 에어로빅 / 힙합

가) 심판단 구성
❍ 주

심 : 1명

❍ 부

심 : 1명

❍ 예술심판 : 4명
❍ 실시심판 : 4명
❍ 난도심판 : 2명
❍ 총

계 : 12명

나) 기 능
❍ 예술심판 : 안무(choreograph), 표현(presentation) 등의 내용을 심사
❍ 실시심판 : 기술적 숙련도(technical skill), 일치성(혼성2인조, 3인조, 그룹, 에어로빅
댄스, 에어로빅스텝, 단체)등의 내용을 심사

❍ 난도심판 : 각 동작의 난도군 유무, 난도의 반복, 난도의 수, 바닥 난도, 푸쉬업 자
세로 착지

❍ 주

심 : 모든 심판의 자문, 문제발생시 중재를 하며, 3번 이상의 들어올리기/연

기방해 정지, 시간위반/실수, 복장위반, 기권, 규정 위반, 경기장에 20초 내에 나오

지 않는 경우 신체접촉, 금지동작, 음악성, 주제 등의 내용에 대해 감점

다) 점

수

❍ 예술심판 : 4명의 예술심판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예술점수가 된다. 심판 한 명이 줄 수 있는 최고점은 10점이다.

❍ 실시심판 : 예술심판 점수와 같다.
❍ 난도심판 : 2명의 난도심판의 일치된 점수가 최종점수이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두 점수의 평균이 최종점수가 된다.

❍ 총

점 : 위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 총점이 된다.

❍ 감

점 : 난도심판의 감점 점수를 2로 나눈 감점, 주심에 의한 감점, 라인심판에

의한 감점 등을 더한다.

❍ 최종점수 : 난도심판, 라인심판, 주심에 의한 감점이 총점에서 빠지고 난 뒤의 점
수가 최종점수가 된다.

라) 경기장질서 문란 행위 및 항의
 FIG규정에 따라 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위원의 지시
에 불복하여 경기장질서를 문란 시키는 자(학부모 포함)와 관련된 선수는 FIG 규정
에 따라 제명, 자격박탈 등 엄격히 제재를 받는다.

 힙

합

가) 기 능
❍ 연기심판 : 심판들은 독특하고 창조적인 동작, 힙합댄스 스타일, 무대 활용, 대형변
화, 강도와 스트리트댄스 스타일이 감정적 호응을 일으키는지를 심사한다.

❍ 실시심판 : 심사위원들은 표현된 스타일의 난이도를 평가한다. 팝핑, 락킹, 비보이,
힙합, 하우스(popping, locking, breaking, hip-hop, house) 등. 심판들은 동작의 난이
도 3레벨의 플로어와 크루 멤버들의 일치성을 평가한다.

❍ 주

심 : 공연 시작 전에 늦은 입장, 빠른 시작, 재 입장과 같은 연기 실수를 체

크한다.
- 음악의 길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체크한다.
- 금지동작을 체크한다.
- 부적절한 옷이나 신발, 소품 사용하는 의상을 체크한다.
- 특별한 상황의 발생은 특별한 상황의 규정은 없지만 기술 감독의 재량으로 판단
한다.

❍ 심판위원장 : 심판위원장의 의무는 HHI의 규정과 규칙 안에서 심사위원을 교육시키
고 훈련시킨다. 주심을 도와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고 정확한 심사와 채점의 결과를
내는지를 평가한다.

 특별한 상황의 발생
시작 또는 루틴 중 언제라도 크루의 통제를 넘어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크루
의 연기에 영규정은 없지만 기술 감독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 잘못된 음악의 재생
-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음악적 문제
- 일반적인 장비들(조명, 무대, 소리)의 고장에 의한 방해
- 공연 직전이나 공연 중에 크루 외의 것들에 의한 외부의 물질이나 방해요소가
공연장으로 유입향을 끼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의

 특별한 상황의 관리

-

만약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루틴을 즉각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크루의 책

임이다.
- 대회조직위원회와 심판위원장은 상황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 크루는 무대
에 재입장하여 루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의 크루의 요청에 기술 감독이
검토했는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크루는 전체 공연점수에서 1점이 감점
된다.
-

루틴이 끝난 후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었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경기장질서 문란 행위 및 항의



HHI 규정에 따라 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위원의
지시에 불복하여 경기장질서를 문란 시키는 자(학부모 포함)와 관련된 선수는 규
정에 따라 제명, 자격박탈 등 엄격히 제재를 받는다.

제 5조(선수의 출전)
1.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 개시 에 차질이 없도록 출전선수명단을 접수마감일
까지 운영본부에 제출해야한다.

제 6조(시상)
본 대회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위(최우수상) 4팀 : 트로피
2위(우수상) 4팀 : 트로피
3위 4팀 : 트로피

제 7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