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선수! 최고의 경기장! 최고의 기록!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 등록 방법

선수권 대회

등록기간
참가자격
등록사이트

2018 하반기(상세일정 추후공지)
* 종목별 엔트리 제한규모가 충족되면 마감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만 25세 이상 동호회 회원
* 수구는 만 30세 이상 부터 등록 가능

FINA GMS http://registration.fina.org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웹사이트 링크

등록절차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최하는 단일경기대회다. 세계수영인
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

STEP 1

동호회별 대한수영연맹 등록

STEP 2

개인별 FINA 웹사이트 계정 생성

STEP 3

FINA 웹사이트 로그인

STEP 4

FINA GMS 개인정보 입력

STEP 5

참가비 지불

STEP 6

참가종목 선택

처음 개최됐다.

경기종목

수구

아티스틱 수영 하이다이빙

다이빙

경영

오픈워터 수영

지구촌 수영 동호인! 스포츠의 감동!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

전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써 1986년 1회 대회

1인당 최대 5종목까지 가능 (경영)
1일 최대 2개 종목 참가가능

이후 짝수년도에 개최되어오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부터
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다.

경기종목

STEP 5

로그아웃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수구

아티스틱 수영

다이빙

경영

오픈워터 수영

http://www.gwangju2019.com/

상징물

선수촌

비전

슬로건 평화의 물결 속으로
eople
더불어 사는 인류

규모 1,660세대 25개 동
수용인원 6,500명
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도시
재생과 효율성 극대화한 것이 특징
편의시설’’식당/피트니스센터/플레이룸/은행/편의점/
우체국/ 유료 세탁소 등

경기장

nvironment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환경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dvance
미래의 꿈을 향한 전진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ulture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모두가 함께 하는 문화

종목 : 경영, 다이빙
관람석 : 11,000석
선수촌과의 거리 : 9㎞(15분)

conomy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염주 종합체육관
종목 : 아티스틱 수영
관람석 : 5,000석
선수촌과의 거리 : 9.2㎞(17분)

P·E·A·C·E
GWANGJU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는 천연
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했다.

남부대학교 축구장
종목 : 수구
관람석 : 5,000석
선수촌과의 거리 : 9㎞(15분)

엠블럼 평화의 물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안세현선수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종목 : 하이다이빙
관람석 : 3,006석
선수촌과의 거리 : 17㎞(23분)

홍보대사

박태환선수

종목 : 오픈워터 수영
관람석 : 2,000석
선수촌과의 거리 : 133㎞(90분)

조선대학교 축구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무등산(포근한 품결)과 영산강(생명의 숨결)을
형상화한 ‘평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 하는 모습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