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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IASCA 규칙 및 경쟁

시스템 구축 및 튜닝 교육

IASCA 대회 규정은 모든 수준의 카 오디오 애호가에게 카 오디오 시스템 구축 및 튜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설립되었습니다. 

이 책의 다음 섹션에서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튜닝하여 최적의 음질, 설치 기술 및 차량에서 데시벨

의 향상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Car show, 

Lighting 경연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거나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규칙은 심사관을 교육시키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우리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

술 변화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연례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

고 규칙을 개정 할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같은 규칙을 보지 마십시오. 튜닝, 설치 및 SPL

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PREFACE

IASC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설명과 해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경연 시 규칙과 관련하여 가이드 책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점수를 획득하고 국가 수준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유형의 행사가 가능한지, 적절한 행

동 및 IASCA 승인 이벤트에서의 일반 규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IASCA는 귀하의 지지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높이 심사합니다. 

참가자로서 이 책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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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ASCA는 "International Auto Sound Challenge Association"의 약자로 원래는 1987년에 CAN (Car Audio 

Nationals)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에 IASCA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그 기간 동안 IASCA의 임무는 북미

지역에서 차량 전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전자업계의 여러 제조업체의 임원이 생각한 IASCA에서 만든 주요 마케팅 도구는 "Soundoff"또는 자동차

오디오 경연이었습니다.

“Soundoff”는 재미있고 경연적인 환경에서 제조업체의 제품을 과시 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었으며 초

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연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 만들어 졌으며 이 형식은 전 세계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및 설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Auto sound Clinics, Championship 이벤트 및 딜러 판매 프로그램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이

Soundoff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IASCA 세계 결승전이 업계에 세계 표준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고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차량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Soundoff는 IASCA가 알려져 모든 제품 판매의 홍보 형식이 되었고 많은 프로그램은

Soundoff를 위해 별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업계를 확산시키는 IASCA의 사명은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IASCA의 전반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2001년 이사회 중 한명인 Paul Papadeas가 조직을 인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IASCA가 창안한 가치를 다

시 업계에 가져와 차량 장치 및 경연 표준을 다시 한 번 업계 및 자동차 오디오 경연의 벤치 마크가 되

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Papadeas씨는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표준

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따라 IASCA의 임무는 전 세계 34개국 이상의 경쟁

업체, 딜러 및 제조업체 회원에게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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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IASCA는 소비자 Auto Sound Clinic 형태, 후속 IASCA Soundoff 경연 대회 및 전략적으로 홍보된 IASCA 

중요 이벤트 박람회를 통해 지역 시장에서 소매 업체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 입니다.

전체 IASCA 회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진실하고 평등하게 최대한의 우리 산업의 중대한 공학적

성과를 달성하고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IASCA는 훌륭한 카 오디오 시스템 심사를 위한 가장 정렬되고 평등화 된 일련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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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Davis, Mark Eldridge, Jamie Edmundson, Stefano Eupani, Manuel Fandino, James Feltenberger, 

Andrew Fleming,

Terry Floyd, Jason Gay, Michael Hadden, Mike Jaffe,

Harry Kimura, Bill Kraut, Chris Lewis, Fred Lynch,

Chris McVay, Darren Millard, Terry Miller, Chris Orblom,

Paul Papadeas, Somkiat Pookyaporn, Shazad Rahaman, Patrick Riquelme,

John Robinson, Moe Sabourin, Gord Stansell, Vicki Straam, Eduardo Tascon, Ron Trout,

Keith Turner, Denise Varmatos, Sammy Vega, Ben Vollmer, Tom Walker,

Mic Wallace, Douglas W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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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TER FROM THE PRESIDENT

Greeting, Car Audio Fans!

It is great pride we offer the most refined set of rules for evaluating great Mobile Audio 

performance that our industry has ever seen. IASCA rules for Soundoff competition were the original

guidelines for judging systems and were developed and refined through an extensive collaboration

of industry leaders.

Since its inception in 1987, the International Auto Sound Challenge Association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Mobile Electronics Industry worldwide. IASCA’s Soundoff competitions have led our

industry’s manufacturers to design and produce better performing and more durable mobile

electronics equipment; and in doing so, the clear winners in this venture are you, our valued

consumers and competitors.

Years of diligent effort have gone into the following pages. The established criteria within not only

provides for fair and unbiased Soundoff competitions, but also defines the guidelines for anyone who

has the interest in achieving dynamically accurate sound reproduction in their vehicles. We hope

that these pages will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of autosound design so you may develop your

own sound system and join us in the fun of autosound competition.

Look for an IASCA Retailer in your area to get the kind of input you’ll need to get your system

crankin’! Even if you never wind up in the IASCA judging lanes, we hope you’ll find out how much

fun it is when you experience the entertainment value that YOUR great car audio system can

deliver. It’s something you just never get tired of. Best of luck to you all; let the tweaking begin!

Paul Papadeas, President

IASCA Worldwide Inc.

Hello and welcome to I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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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TER FROM THE DIRECTOR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many great advances in the mobile electronics industry. 

Every change has made us all wiser and we’ve moved forward. As new and innovative 

approaches are introduced,every aspect of our industry changes to meet these newchallenges…

As a good friend of mine said to me once...

“Change is inevitable…Growth… is optional.”

Since IASCA’s inception, its rules have evolved to meet these challenges. They have been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the competitor while still maintaining the benchmark for them to

achieve. The updates, revisions and changes from past versions, that are contained in this rule

book, are for your benefit. They are written to help you raise the bar when it comes to sound system

performance in your vehicle and, to expand your knowledge in the world of mobile electronics.

The rules have been designed and updated with the help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our industry; your peers. Long standing IASCA competitor members, dealer members, affiliate

members and veteran IASCA judges have been selected to assist in this ongoing project. The rules

are written by members, for members; we hope that you find them to be a powerful reference to

draw from when building and tuning the sound system in your vehicle.

Once all is said and done and you’re in the lanes ready to compete, the rules are but a part of the

total Soundoff experience. There are so many exciting facets to the world of Soundoff competition

and we hope that you enjoy every one of them. But, through every facet, you must always remember

the most important rule in this book; Rule #1 - you have to have fun doing it!

So get out there, have fun and we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competition season!

Moe Sabourin, Director,

Worldwide Operations,

IASCA Worldwide Inc

“Competition is a by- product of productive work, not its goal.

A creative man is motivated by the desire to achieve, not by the desire to beat others.”

Ayn Rand (1905-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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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형식

어떤 종류의 경쟁이라도 참가자의 상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통해 승리의 스릴을 경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IASCA 대

회 형식은 규칙에 대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경연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IASCA 공인

심사관의 지식에 기반한 피드백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IASCA 대회에 참여하면 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열정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

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료 참가자와 네트워킹하고 경연에서 다른 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차량에서 최

상의 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노출 될 때 차량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좋은 학습 경험을 가질 것 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참가자들은 실제로 경연을

통해 많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기는 길은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면서 언젠가는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나 IASCA 점수 시트에서 의견과 심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경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연 후 각 스코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스코어 시트를 가장 가까운 IASCA 정식

가맹점에 가져갈 것을 권장합니다. IASCA 정식 가맹점은 귀하의 차량에서 가장 정확한 소리를 재생할 목

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 제품 및 설치 기술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ASCA 규칙은 업계 표준이 된 시스템 심사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은 경쟁 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의

사운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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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C (Sound Quality Challenge)

IASCA의 SQC (Sound Quality Challenge) 형식 및 규칙의 의도는 공정하고 즐길 수 있고 편파되지 않은 사

운드 판단 형식을 제공하여 사운드 재생의 7가지 중요 영역에서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합니다. 

[시스템 안전, 톤 정확도, 사운드 스테이지, 이미징, 선형성, 소음 및 시스템 제어 작동] 심사의 주된 전제

는 시스템을 실제 응용 프로그램 (음악을 들으며 도로 위를 운전하는 사용자)이 사용하는 것처럼 심사하

는 것입니다. 특정 클래스는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량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SQC에는 7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Rookie, Novice, Amateur, Pro/Am, Pro 1, Pro 2 and Expert] 처음 5개의 클

래스 (루키, 초보자, 아마추어, Pro/Am, Pro)는 "싱글 시트"또는 "하나의 시트"로 심사되는 것 입니다. Pro2 

Class는 2명의 심사관 형식으로 심사되며, 전문가 부문은 1시트 혹은 2시트에서 심사관 2명이 심사합니다.

        

                           

                       IQC (설치 품질 문제)    

IASCA의 설치 품질 문제 형식과 그 규칙의 목적은 네 가지 주요 기준에서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 및 관

련 구성 요소의 설치를 심사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편견 없는 판단 형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전, 

무결성, 통합 및 장인 정신] IQC에서 참가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스템 및 구성에 대한 지식을 심사

받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는 점수를 획득 받을 수 있습니다.

RTA/SPL 챌린지

IASCA RTA/SPL Challenge는 사운드 스펙트럼과 높은 출력 레벨을 통해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사운드 시

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경연입니다. RTA/SPL은 대회 형태입니다. RTA 심사 부분에서

참가자는 음향 스펙트럼의 모든 주파수 레벨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조정하는 튜닝을 받습니다. 

챌린지의 SPL 섹션은 음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테스트 톤, 스윕 또는 많은 베이스가 없으면 전체 범위

의 사운드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SPL부문에서 참가자는 어떤 음악을 재생할 것인지 선택합니

다. SPL 레벨의 스코어와 시스템의 RTA 커브는 전체 시스템 성능 스코어를 위해 결합되어 승자를 결정

합니다.

      

IASCA 트리플 크라운

IASCA 트리플 크라운은 전반적으로 최고의 소리를 내고,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하며, 최고의 공연 시스템

을 가진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프로와 엑스퍼트 클래스의 참가자들을 위한 경연이며, SQC의 2개 좌

석과 1개의 좌석 스타일 모두에서 심사되며 IQC에서도 경쟁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누가 최고의 시스템

튜너 및 설치자인지 테스트합니다. 이벤트에서 IASCA 트리플 크라운 우승자는 세 가지 점수를 모두 합

하여 전체 점수의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이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 비율을 가진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언됩니다.

IASCA 대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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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품질 형식에 대한 특별 참고 사항

IASCA 제휴사 및 이벤트 책임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을 기반으로 각 사운드 형식 (SQC, IQC 

및 RTA/SPL)을 개별적으로 또는 한 세트의 클래스로 제공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 세트

의 클래스 아래에서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하여 제공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이벤트(SQC, 

IQC 또는 RTA/SPL)에서 단 하나의 형태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벤트 주최자에게 해당 형식을 개

별적으로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dBL (IASCA dB 리그)

이것은 IASCA의 SPL 대회 형식입니다. IdBL 부문은 차량 유형과 차량 개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IdBL 클래스는 평방인치 단위의 모든 서브 우퍼 원뿔 곡면의 누적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추형 영역

계산 차트 참조). 데시벨 단위의 음압 레벨 (SPL) 측정 값은 공식 IASCA SPL 미터를 사용하여 등록됩니

다.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각 클래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측정시스템은 SPE 또는 DPE 이

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TKE 및 WRE 이벤트에서는 공식 IASCA SPL 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IdBL에는 앰프의 전력 출력이 제한되는 "출력 등급"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허용된 출력을 초과하지 않도

록 심사관은 출력을 측정하는 클램핑 시스템이 있는 SPL 미터를 활용합니다.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행사

주최자는 각 선수에게 그들의 이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2개의 채점 시도를 제안 할 것입니

다. 두 번의 시도 중 최고 점수를 우선으로 합니다.

                    Bass Boxing

IASCA Bass Boxing은 음악성과 쇼맨쉽을 SPL 경연에 가져올 수 있는 형식입니다. Bass Boxing에서 참가

자는 토너먼트 체재에서 서로에 대하여 경연합니다; 1차 예선 이후에 상위 2명의 참가자들은 다음 라운드

로 이동합니다.

참가자는 Bass Boxing에서 최대 4라운드 동안 "경연"합니다. 첫 번째 (또는 예선) 라운드에서 두 명의 결

승 진출자를 결정한 후 결승 진출자들은 3 라운드 결승전에서 서로 경연합니다. 모든 라운드에서 참가자

는 자신이 선택한 음악 트랙을 재생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CD – 심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트랙

이 30초 동안 재생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달성 된 최고 평균 데시벨 레벨 (SPL)이 기록됩니다.

3라운드 결승전에서는 참가자의 개별 점수가 함께 합산되며 평균 SPL 점수로 3으로 나눕니다. 3라운드

동안 평균 SPL 점수가 가장 높은 참가자가 우승자로 선언됩니다.

                           IASCA NITEGLOW

IASCA Nite glow 경진 대회는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참가자의 차량 액센트 조명을 심사합니다. 심미의

호소력을 높이거나 시스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조명의 사용 및 설치의 전반적인 안전과 무결성을 심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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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ER JAM

튜너 잼 (Tuner Jam)은 IASCA의 "Show &Shine"경연 자동차 쇼 형태입니다. Tuner Jam은 IASCA 심사 분

류 및 규칙을 활용하여 "은은한" 및 "거친"으로 간주되는 영역 사이의 어두운 영역을 제거하도록 제작되

었습니다. 채점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되는 개조 및 작업의 품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MACS (Mobile Audio Car Show)

MACS는 IASCA SQC 나 IQC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나 Bass Boxing의 쇼맨쉽을 얻지 않고도 차량 및 사

운드 시스템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대회 형식입니다. MACS 행사에서 참가자는 공연장

에 참가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열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비디오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심사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 적립

IASCA 회원이 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IASCA가 승인 한 행사에서 IASCA Competition Award Points 

(CAP 포인트)를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P 포인트는 이벤트에서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며, 참가

회원이 이벤트에서 자신의 CLASS에 대한 순위가 오를수록 점수가 더 많이 획득합니다. 점수는 경연 시

즌을 통해 누적되므로 참가하는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포인트를 얻고 싶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 모든 대회 시즌이 끝나면 각 IASCA 

제휴 국가는 연례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개최합니다.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 시즌 동안 점수를 획득

해야 합니다. 최소 포인트가 발생하면 참가자는 자동으로 시즌 피날레에서 참가 할 자격을 얻습니다. 우

리는 "IASCA 시즌 피날레 자격" 섹션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

CAP 포인트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IASCA 대회 형식의 이벤트 당 CAP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 10점

∙ 2위 = 9점

∙ 3위 = 8점

∙ 4위 = 7점

∙ 5위 = 6점

∙ 6위 = 5점

∙ 7위 = 4점

∙ 8위 = 3점

∙ 9위 = 2점

∙ 10위 이하 = 1점

"멀티 포인트"이벤트의 경우 CAP 점수에 이벤트 수준이 곱해집니다. 예: "2X"(또는 DPE) 이벤트에서 1위

참가자는 20점 (2 X 10점)을 얻습니다. 3배 (또는 TKE) 이벤트에서 1위 참가자는 30포인트 (3 X 10 포인트)

를 획득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이벤트 유형 참조)

기억해 두십시오. 점수 시트 사본을 받고 나중에 참조 할 수 있도록 저장하십시오!

때때로 상황이 발생하고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출석, 경쟁, 점수 및 배치에 대한 유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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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점수 시트이므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어떤 이유로 CAP 점수가 합계에 추가되지 않으면 점수 시

트 사본이 해당 점수를 획득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문제를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IASCA 결승전 자격 요건

IASCA 시즌 피날레에서 경연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쟁 시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참가 회원은 IASCA 시즌 피날레에 초청장을 받기 위해 시즌에 설정된 최소 CAP 포인트 (다음 페이지

참조)를 적립해 야합니다. 면제는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참가 회원은 IASCA 시즌 피날레 이벤트 초대권을 받기 위해 6월 1일까지 회원 자격을 구매해야 합니

다.

참가자는 자격을 얻기 위해 DPE 또는 TKE 이벤트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자동 진출자"이벤트

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IASCA 행사는 오디오 장착 전문점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립되었습니

다. 행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쇼 및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참가자가 단순히 DPE 또는

TKE 이벤트에서 경연하고 결승전에 대한 초대 자격을 자동으로 획득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DPE 및 TKE 이벤트는 결선 초대의 자동 진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CAP 포인

트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순한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IASCA 시즌 피날레에 대한 자동 초대 자격을 얻으려면 참가 회원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최소 CAP 포

인트가 100 점입니다. 이 최소 자격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그 다음 단락에서는 예외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합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집에서 반경 15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경연하고 점수를 얻고 싶으나

해당 지역 내에 이벤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초대장을 요청하면 참가 초대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또는 메일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사 일정 및 참가한 대회의 증거와 함께 IASCA 사무국에 제출

하십시오. 그러나 참가자가 해당 반경 15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이벤트에서 참가하지 못하고 최소 포인

트가 누적되지 않으면 초대장을 받지 못합니다.

경연 지역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충분하지만 해당 지역의 이벤트를 참가하지 않으며 필요한

최소 포인트를 보유하지 못하면 경연에 초대되지 않습니다.

특별 면제

군대, 경찰, 소방 및 구급차 (EM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소 자격 기준에서 면제되며 자동 초대

를 받습니다. 이 개인들이 자유와 도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공헌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고도 결승에서 경연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결승전에 참가 할 때 자격 증명

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IASCA 시즌 피날레 챔피언은 면제됩니다. 전 시즌 결승전과 전 결승전에서의 업적으로 인해 다

음 해 세계 결승전에 자동으로 초대권을 얻습니다. IASCA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든 참가자에게 시즌 마감일의 초청장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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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IASCA를 지원하는 IASCA 공인 심사관, 딜러 및 발기인 및 IASCA 제휴 국

가 회원과 같은 특정 개인은 조직 지원에 따라 Finals 초대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호

스트 쇼 (이벤트 디렉터가 없는 지역)를 개최하는 참가 회원은 충분한 포인트가 없을지라도 경연을 위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ASCA는 IASCA Worldwide Inc.의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초대장을 수

여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벤트 유형

IASCA가 승인한 이벤트에는 4가지 유형(수준)이 있습니다. [SPE, DPE, TKE, WRE] 각 행사는 행사의 규모

에 맞게 설계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참가자를 유치하고 경연을 주최 할 수 있습니다. SPE, DPE 

및 TKE 이벤트를 통해 참가 회원은 단계적으로 CAP 포인트를 누적 할 수 있습니다.

SPE (1X) - Single Point Events는 일반적으로 현지 자동차 오디오 판매점에서 참가되며 상점을 일반 대중에

게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딜러 및 경연 개최자는 SPE 행사에서 선택한 IASCA 대회 형식 중 하나

또는 둘을 조합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경연 개최자는 그들이 선택한 모든 계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E = CAP 포인트 값 x 1

DPE (2X) - Double Point Events는 딜러 및 개최자가 포인트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참가자를

그리기 위해 만들어지며 시즌 피날레에 진출합니다. 딜러 또는 쇼 프로모터가 DPE 이벤트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경쟁 형식은 SQ 및 IdBL입니다. 경연 개최자는 그들이 선택한 모든 계량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E = CAP 포인트 값 x 2

TKE (3X) - 지역의 중요 이벤트는 트리플 포인트 이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DPE 및 SPE보다 크고 제조

업체 디스플레이, 튜너 잼 자동차 쇼, Nite glow 경연, 베이스 복싱 및 기타 명소가 필요합니다. SQC 및

IdBL은 최소 필수 경연 형식입니다. TKE 이벤트의 이벤트 개최자는 공식 IASCA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

니다. 이 이벤트의 포인트 값이 더 가치가 있고 심사의 볼거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공식 측정기를 사용

해야 합니다. TKE = CAP 포인트 값 x 3

WRE - IdBL 세계 기록 이벤트 -WRE 이벤트는 DPE 및 TKE 이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RE 이

벤트는 IASCA 공인 IdBL 세계 기록 심사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심사에 관한 제재는 IASCA 본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WRE 이벤트는 회원에게 추가 CAP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지만 WRE 이벤트에서 경연

하면 회원은 IdBL 국제 상위 10 위권의 자격을 얻고 자신의 클래스에 공식 IdBL 세계 기록을 설정할 기

회를 얻습니다. 모든 IASCA IdBL WRE 이벤트는 공식 IASCA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 기록이 국

제 탑 10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참가자(거주 국가와 상관없이)가 IASCA 글로벌 회원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IASCA 가입국의 회원 자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IASCA Worldwide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부문 또는 CLASS의 변경

각 IASCA 대회 형식에는 고유한 부문과 CLASS 있습니다. 경쟁 할 항목을 결정하려면 이 규칙서의 각

대회 형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 이상의 대회 형식, 부문 또는

클래스에서 경쟁 할 수 있지만 각 차량에 대한 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나의 멤버십을 통해 하

나의 차량으로 원하는 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경쟁 할 수 있지만 그 형식 내에서 하나의 부문과 클래스에

서만 경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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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하나 이상의 IASCA 형식으로 경쟁하는 경우 초대 자격이 부여되기 위해 각 형식에 대해 충분

한 양의 CAP 포인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형식으로 획득한 CAP 점수는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IASCA와의 참가 멤버로 처음 등록 할 때, 경연해야 하는 부서 또는 클래스를 아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회원으로 가입 한 후 30일 이내에 모든 새로운 참가 회원에게

자신의 부문 또는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30일 후에 변경 요청은 IASCA 본부에 승

인을 위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IASCA 공식 사무국 또는 IASCA 본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분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ASCA 대회 형식의 부문과 CLASS는 두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개조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자동차 전자 산업 (일반적으로 "프로")과 제휴하지 않은 회원 (일반적으로 신인 또는 아

마추어로 알려져 있음)

후원 / 지원

후원 - 경연 할 부문이나 CLASS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후

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설명과 적절한 경연 분류를 목적으로 IASCA의 정의에 의한

"후원"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용 제품을 판매, 설치, 배포 및 또는 제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비용, 장비, 어떠한 이유로든

도매 또는 소매로, 그리고 브랜드 또는 제휴 브랜드에 대한 홍보, 광고 또는 홍보와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특별 할인이 포함되며, 자금을 수령하거나 경품에 참

가하는 전형적인 기업 경비로 [여행, 식사, 연료, 숙박, 마일리지 및 일당] 상환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상점에서 정상 할인 이하로 할인되는 할인점 또는 사운드 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계의 모든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짜 물건"장비를 의미합니다. 여행 경비, 식사비, 숙박비 또는 제

재 된 IASCA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계약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귀하

는 본질적으로 스폰서십을 받거나 제조업체가 후원합니다.

지원 - 다음 기준은 지원으로 간주되며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광고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할인을 받습니다. (예: 25% 또는 50% 할인 판매). 

[3개 구매 시 1개 무료 / 앰프구매 및 무료 와이어 키트 구입과 같은 특별 소매 거래]

∙ 제조업체 지원 팀의 구성원. 

∙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팀의 일원으로 경연에 참가하기 위한 경연 참가비 환급

∙ 제조 업체 지원 팀의 구성원으로서 거의 무료로 의류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 자발적으로, 대회 이전 또는 당일 차량을 준비하는 동안 오디오 전문가 또는 팀원이 오디오 시

스템을 튜닝 하거나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팀 회의에 참석할 때 "무료 식사"또는 저녁 식사 제공.

참가자 안내 지침

다음은 IASCA가 승인 한 행사에 참석할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 및 책임 사항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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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엄수 - 경연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벤트 개최자는 회의 및 활동을 위한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참

가자가 늦게 도착하면 이 일정은 어지럽히게 되고 이벤트 시간이 지연됩니다. 참가자가 특정 시간에 이

벤트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벤트 진행자에게 연락하여 이벤트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상황을 알려야 합

니다.

∙ 참가자 회의 참석 - IASCA가 승인 한 행사에서 참가자 회의가 개최 되어지고 행사 일정을 참가자들에

게 알려드립니다.

∙ 행사를 위한 차량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튜닝, 청소, 작업, 테스트는 행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시하세요! - 이건 자동차 행사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당신의 차를 과시하세요! 

∙ IASCA 소프트웨어 학습 - 심사에 필요한 IASCA CD를 숙지하십시오. 이 CD를 알고 있으면 심사를 준

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CD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입

니다.

∙ 질문하세요! -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연을 하더라도, IASCA 공인 심사관은 귀하의 차량

을 심사하도록 훈련 되어진 전문가이며 귀하의 차량에 철저한 심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묻고 답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ASCA 심사관은 항상 참가자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식을 사용하여 향상시키고 시스템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들으세요! - 당신이 다른 차량을 경청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동료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두려

워하지 마세요. 경연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차량을 경청하면 작업 할 때 또 다른 보완점이 생기고 자신

의 차량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참가 차량은 열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참가자의 차량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타는 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IASCA 행사에서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 IASCA 행사는 귀하와 동일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다른 참가자의 차량을 둘러보고 들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참

가자가 그들의 차량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

니다.

∙ 심사 차량이 많습니다. - IASCA 공인 심사관은 자동차를 심사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심사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심사

가 끝나면 사운드 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삼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개최

자가 설정 한 시간 내에 "심사를 끝내라"고 압력을 받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차량이나 시스템에 대해 질

문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 올바른 행동 -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사할 때 행동에 주의하세요. 올바른 행동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반

칙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특히 아이들), 알코올 섭취, 위험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 음란 행동 및 외

설스러운 비디오, 그림 또는 음악을 표시하거나 재생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으며 징계 및 실격으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IASCA 행사는 가족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총기류 관련 - IASCA의 허가를 받은 행사에서 어떤 종류의 총기류도 엄격히 금지 됩니다. 총기를 행사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경찰과 군인입니다. 행사(경찰과 군인 제외)에서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은 누

구나 행사에서 즉시 실격 처리되고 제외됩니다.

∙ 널리 알리세요! - IASCA는 항상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이며 야심을 가진 개최자를 찾고 IASCA가 승인

한 행사를 개최하는 개최자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딜러 및 개최자를 등록함으로써 우리는 회원 기반을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회원을 유치합니다. IASCA에 관해 지역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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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IASCA 회원은 귀하와 귀하의 지역에서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

다.

일반 규정 및 절차

∙ 이 책에 있는 규칙이 행사에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도 된 것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항목에 의문이

제기 되고 이 책에서 특별히 작성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IASCA 규칙 및 윤리위원회에서 달리 명

시하지 않는 한 경쟁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일반 IASCA 정책 및 절차는 IASCA의 모든 승인 행사를 관장하며 심사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 참가자는 요청 된 모든 정보가 있는 공식 IASCA 점수 시트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되지 않

거나 불완전한 양식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게재 위치, CAP 점수 및 세계 순위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각 형식별로 차량 당 하나의 Division/Class만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수석 심사관은 속임수를 쓴 참가자를 상의하지 않고 실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반복하면

IASCA가 승인 한 행사에서 누적 된 CAP 포인트가 일부 손실되거나 IASCA의 승인 된 모든 행사에 참가

자격이 상실됩니다.

∙ 참가자는 대회 기간 동안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득점표를 볼 수 없습니다. 대회가 끝나기 전에 점수

시트를 읽는 것이 전체 점수에서 최소 10 포인트의 삭감을 받는다는 것을 참가자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

위반하면 참가자가 대회에서 실격을 당하거나 CAP 포인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차량 및 오디오 시스템, 부문 또는 클래스에 관한 등록 정보의 위조 또는 허위 진술은 즉각적인

실격의 원인이 됩니다. IASCA가 적절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계속되는 위반은 시즌 중 참가자가 누적 한

CAP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됩니다.

∙ 주 또는 국가 법률 요건에 관계없이 참가자는 IASCA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권을 확인

하기 위해 유효한 차량 등록 또는 소유권 증명서 또는 변경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참가자가 합법적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참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책에 명시된 차량 기준은 행사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에 관한 모든 정부

법규는 차량이 행사장을 주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참가자는 회원의 카드에 차량의 "부운전자"로 등재되어있는 한 자신의 차량과 경연하기 위해 "부운전자

"를 임명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회원 카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John and Jane Smith"또

는 "Bob Jones and Jim Johnson"). 가맹점 회원의 경우 최대 3명의 직원을 [회원 카드에 이름이 표기되어야

하는 공인된 운전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IASCA 공식 대표 또는 본사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Pro, 

Expert 부문에 참가하는 사람은 Rookie 또는 Amateur 차량을 제시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는 IASCA 이벤트 공식 요청에 따라 사진이 부착 되어 있는 유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이 IASCA 음질 경쟁 형식 (SQC, IQC, RTA / SPL 챌린지)에 참가한 참가자는 해당 형식에 대해 한

번 심사를 받습니다. 예외: 어떤 이유로든 차량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수석 심사관은 해당 심사관에

게 통보합니다.

∙ IASCA IdBL 또는 Bass Boxing 경연에 참가한 선수는 최소 1번 이상 심사 받습니다.

∙ 참가 회원 차량의 모든 오디오 장비는 차량의 충전 시스템을 통해 전원을 공급 받아야 하며 외부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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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 심사관은 날씨나 다른 조건으로 인해 심사관에게 불합리한 피로나 불편함(더위나 추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차량의 모터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석 심사관은 심

사관들에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냉난방 제어를 조정하도록 지시 할 수 있습니다. (SQC만)

∙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문의 여지가 있는 항의는 반드시 담당 심사관이 아닌 수석 심사관에게만 보내

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수석 심사관뿐입니다.

∙ 행사 주최자는 IASCA가 SPE (Single Point Event) 또는 DPE (Double Point Event) 이벤트에서 제공해야 하

는 허가 된 경연 형식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주최자는 최소한 TKE (지역 중요 이벤트 또는 트리플 포인트 이벤트)에서 IASCA가 승인한 모든

음질 및 IdBL 경연 형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모든 행사 참가자에게 DPE 또는 TKE에서 WRE (World Record Event) IdBL 이벤트를 제공 할 수 있습니

다. WRE 이벤트는 SPE 이벤트에서 승인되지 않으며 공인 IASCA WRE Official이 있고 참가자 점수를 등

록하기 위해 IASCA 공식 측정기가 사용되지 않는 한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 딜러 / 개최자는 경연 시즌 동안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IASCA 승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개최자는 참가비를 부과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최소 1~3위를 정해야 합니다.

∙ 행사 개최자는 부문별로 최소한 한 명의 IASCA 공인 심사관을 보유해야 합니다.

∙ 행사 개최자는 특정 등록 및 경쟁 시작 및 종료 시간, 참가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행사의 고

유 특성으로 인해 일부 행사는 특정 시간으로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시작 시간 안에 행사에 도착해야 합

니다.

∙ 행사 개최자는 행사가 끝날 때 각 참가자에게 점수 기록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참

가자가 점수 기록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참가자는 행사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참가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가자 보호 안내서

∙ 행사 개최자는 데이터 입력 및 처리를 위해 이벤트 7일 이내에 스코어 시트 및 이벤트 결과의 원본을

IASCA 사무소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 IASCA 승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딜러 / 개최자는 행사 개최 최소 30일전에 IASCA 행사 승인 양식

을 IASC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누군가 상황을 이용하거나 이 책자에 명시된 지침 및 의

도 내에서 경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행사의 수석 심사관에게 직접 또는 IASCA Worldwide Inc.에 서면

으로 작성하여 정식 항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수석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의

는 검사 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수석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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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2명의 다른 IASCA 공인 심사관 (해당되는 경우)이 해당 차량을 검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

의 결정은 행사 당일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항의 제기를 접수하는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재적인 위반에 대한 포인트와 함께 귀하의 항의를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2. 본인을 위해 사본을 만들고 검토를 위해 수석 심사관에게 제출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사진을 포함하십

시오.

3. 수석 심사관은 항의를 검토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4. 결정이 참가자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전시회 후에 항의가 제기되는 경우 항의 사본을 검토를

위해 IASCA 본부에 보내야 합니다.

5. IASCA 본부는 이의 제기를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6. IASCA의 결정이 참가자의 만족이 아니라면 IASCA의 규칙 및 윤리위원회에 항소하여 추가 증거를 제

시 할 수 있습니다.

7. 항의자가 IASCA 본사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 검토를 위해 $ 250 USD를 지불해야 합

니다. 귀하가 원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귀하의 보증금은 귀하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결정이 항의에서 피

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IASCA 심사 소스 유닛 및 프로그램

IASCA 음질 경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 참조 매체는 IASCA 참조 CD입니다. 모든 IASCA Soundoffs에

서 이것은 심사에 사용 된 최초의 미디어 유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iPod, MP3 플레이

어, Zune 플레이어 등의 대체 소스 장치와 플래시 드라이브, SD 카드, SanDisk 카드 등 대체 미디어가 점

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의 사용 되어 질 대체 소스 장치 및 대체 매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의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체 소스 장치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소스 장치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 할뿐만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CD를 재생할

수 있는 원본 장치 제외)입니다. iPod, MP3 및 Zune 플레이어는 대체 소스 장치의 좋은 예입니다. 각 유형

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가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시스

템에서 저장된 미디어의 볼륨을 앞/뒤로 추적하거나 볼륨을 조정 가능하면 대체 소스 장치로 간주됩니다.

대체 매체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매체는 디지털 매체만 저장하고 매체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대체 미디어는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미디어를 재생하려면 외부 소스 장치가 필요합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SD 또는 SanDisk 카드와 같은 항목은 대체 미디어의 예입니다.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정보

를 읽고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디지털 정보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IASCA 대회에서 대체 소스 장치나 대체 미디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연에 참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회에 도착한 즉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유한 대체

매체 또는 대체 소스 장치의 유형을 알려야 합니다. 심사관은 귀하의 차량을 검사하고 참가를 승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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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시스템에 CD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 CD(또는 WAV)형식의 녹음 품질이 높기 때문에 대체 매체 또

는 대체 소스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IASCA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소스 장치 또는 대체 매체와 어떻게 경쟁합니까?

대부분의 IASCA 심사관 및 행사 개최자는 IASCA 대회에서 사용할 대체 소스 장치 또는 대체 매체를 갖

습니다. 참가자는 심사관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IASCA CD에서 트랙만 다운로드하고 최고 품질의 녹음 레벨로 트랙을 녹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MP3 파일은 모든 매체에 일정한 비트 속도로 320kb / s의 속도로 다운로드 됩니다.) 일부 행사는 대체

매체 또는 대체 소스 장치와의 경연을 제공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하기 전에 행사 개최자에게 문의하여

이러한 장치로 심사가 가능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가자는 CD외 대체 매체 또는 대체

소스 장치로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ASCA 참조 CD 이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녹음 품질이

낮아 잠재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체 소스 및 대체 매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대체 매체는 CD와 마찬가지로 심사하는데 CD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됩니다. CD와 마찬

가지로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저장 장치이며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 매체를 재생하는 데 사

용되는 장치는 "주 원본 장치"로 간주되어 소리 및 설치 모두에서 판단됩니다. 대체 소스 장치가 소스 자

료를 재생하는 데 사용되며 심사위원이 심사 중 필요한 제어를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소스 장치로

표시하는 경우 주 소스 장치로 간주되며 소리와 설치 판단합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주 소스 유닛으로 "in dash"유닛을 사용하고 주 소스 유닛과 분리된 영역에 마운트 된

대체 소스 유닛이 참조 자료를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심사관은 대체 소스 장치는 설치 판단의 일환

으로 주 소스 장치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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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참가자는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원본 음악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마치 라이브 공연처럼 재생하는 것입니다. 

3. 목적

IASCA SQC의 목적은 공인된 자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브랜드, 차량 또는 설치 기술에 대한

편견 없이 준비된 조건에서 실제 성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경쟁 시스템을 각 클래스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의도

IASCA의 Sound Quality Challenge 형식과 규칙의 목적은 공정하고 재미있으며 편중되지 않은

사운드 심사 형식을 제공하여 소리의 표현의 7가지 중요 영역에서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안전, 톤 정확도, 사운드 스테이지, 이미징, 선형성, 소음 및 시스템

제어] 심사의 주된 전제는 시스템을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클래스는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량이지만, 반드시 주행이 가능한 상태 주요 전제입니다.

4. 교육

IASCA SQC의 CLASS는 업계의 차량 개조 및 참가차량의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딜러, 유통 업체,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업계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음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참가자와의 불공정한 이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가차량의 자격

IASCA SQC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대중이 도로에서 주행 할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설계 및 제작 한 자동차, 트럭, 밴, SUV, COV와 같은 전동 차량이어야 합니다. 골프 카트, 

오토바이 등의 차량은 경쟁 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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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QC 심사기준

SQC 판정은 1개의 시트(단일 시트)와 2개의 시트(2개의 시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심사를

받는 부문에 따라 각 심사에 따른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할 때 심사 위

원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요약 한 것입니다.

∙심사 위원은 점수 시트에 나타나는 기준에 따라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합니다. 1. 시스템 안전, 2.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균형, 3. 음향 스테이지, 4. 이미징, 5. 사운드 선형성, 6. 잡음, 7. 시스템 제어 작동.

∙음조 정확도, 사운드 스테이지 및 이미징에 대한 사운드 심사는 시스템 볼륨 수준에서 80 ~ 90 dB 사

이에서 수행됩니다. 잡음층이 너무 높아서 90dB로 심사하지 못하면 볼륨 레벨을 5dB 씩 보정하여 심사

합니다. 심사를 위한 볼륨 레벨은 심사 위원이 휴대용 SPL 측정기와 CD의 Pink Noise 트랙을 사용하여

보정하며 경연에서 각 차량에 대한 일관된 볼륨 심사를 설정합니다. 심사 위원은 각 평가표에 사용된 데

시벨 수준을 기록합니다. 모든 차량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됩니다.

∙모든 소리 심사는 차량의 앞 좌석에서 수행됩니다. 운전석에서만 1인승 심사를 실시합니다. 2명의 심사

위원이 심사(운전석 및 탑승자 각 한 명)가 동시에 양쪽 앞 좌석에서 2개의 심사가 수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모든 부문에 동일합니다. 심사는 공식 IASCA CD를 사용하여 IASCA 규칙의 각 심사 섹

션에 열거 된 특정 트랙을 활용하여 수행됩니다.

∙CD 플레이어가 없는 시스템의 경우 iPod, MP3 플레이어, 메모리 카드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대체 소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에게 사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참가자의 의무입니다. 

심사 위원은 IASCA CD의 음악을 장치로 업로드 한 다음, 심사가 완료되면 파일을 삭제합니다.

∙심사 위원은 필요한 경우 사운드 심사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무대 배치도(규칙에 있는)와 트랙 배치도

(CD Liner 노트)을 활용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을 수여할 때까지 참가자는 점수 시트를 볼 수 없습니다. 점수 시트를 보려고 하는

모든 참가자는 총점에서 10점 감점합니다.

∙참가자는 차량 내부에 빛이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덮개 (차양, 담요, 옷감 등을 포

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창문을 덮을 수 없습니다. 창틀과 같은 영구적으로 부착 된 창 피복은 허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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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QC Classes

다음은 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SQC 대회에서 사용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다음 페

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NOVICE - 차량 인테리어에 대한 약간의 개조가 허용되며, 업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심사관 1명

∙AMATEUR - 자동차 인테리어에 대한 많은 개조가 허용되며 업계와의 관련이 없습니다. 심사관 1명

∙PRO / AM 오전 - 자동차 인테리어에 대한 많은 개조 허용 (아마추어 이상). 업계와 관련. 심사관 1명

∙PRO 1 - 차량이 클래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관련업계 수용. 차량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조 가능

(Pro / Am 이상). 심사관 1명

∙PRO 2 – PRO 1과 동일하지만 심사관 2명

∙ULTIMATE - 차량이 클래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업계 수용. 2명의 심사 위원이 같은 좌석에서 한번

에 한 부분씩 심사.

∙Expert -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 있으며, 허용되는 차량의 무한 개조 수준. 1명 및 2명으로 좌석 심사.

트리플 크라운 점수와 심사

IASCA 트리플 크라운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1개의 좌석 및 2개의 좌석] 다음 페이지의 차트에

는 두 가지 수준의 트리플 크라운 자격이 있는 CLASS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 Pro / Am 및 Pro 1

은 1석 TC, Pro 2, Ultimate 및 Expert는 2석 TC 자격이 있습니다.

각 트리플 크라운 레벨은 다르게 심사되므로, 어떤 레벨에서 경쟁하는지에 따라 심사 매개 변수가 달라

집니다. 두 레벨 모두 완벽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성된 점수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SQC 심사에서 완벽한 점수는 264점입니다. 200점을 받으면 완벽한 점수의 75.6%를 달성했을 것입

니다. 평균이 1인 복수의 심사와 2인의 심사의 경우, 각 개별 점수가 아닌 평균 점수로 백분율이 달성됩

니다. 다음은 트리플 크라운 판정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좌석 트리플 크라운

1. 한 좌석 심판 - 운전석에서 한 명의 심사위원이 단일심사. 완벽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성된 점수의 백

분율. 이 섹션에 사용 된 점수는 경연에서 참가자의 등록 부문의 점수입니다.

2. 운전석에서 독립적으로 2명의 심사 위원이 앉게 되며 두 심사 위원의 점수가 합쳐져 평균치가 계산됩

니다. 완벽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성된 평균 점수의 백분율.

3. IQC 심사; 완벽한 IQC 점수와 관련하여 점수의 백분율.

두 좌석 트리플 크라운

1. 두 좌석 심사 - 2명의 심사 위원에 의한 심사, [운전석 1명, 조수석 1명] 두 심사 위원의 점수가 합쳐져

평균치가 계산됩니다. 완벽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성된 평균 점수의 백분율. 이 섹션에 사용 된 점수는 경

연에서 참가자의 등록 부문(Pro 2, Expert Classes)의 점수입니다.

2. 운전석에서 독립적으로 2명의 심사 위원이 앉게 되며 두 심사 위원의 점수가 합쳐져 평균치가 계산됩

니다. 완벽한 점수와 관련하여 달성된 평균 점수의 백분율. 이 섹션에서 사용 된 점수는 행사에서 참가자

의 등록 부문(Ultimate Class)의 점수입니다.

3. IQC 심사; 완벽한 IQC 점수와 관련하여 점수의 백분율.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트리플 크라운 결정 – 세 부분의 백분율을 모두 계산하여 함께 합산하고 평균 백분

율을 3으로 나눕니다. 최고 평균 백분율이 챔피언으로 선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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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NOVICE CLASS

6.1.1 – 목적

NOVICE CLASS의 목적은 초보자가 동일한 수준의 다른 참가자와 공정하고 재미있고 편향되지 않은 형

식으로 경연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최소 개조는 허용됩니다.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참조). 시스템

은 차량 운전석에서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6.1.2 – 초보자를 위한 참가자 요구 사항

∙ 비 업계 회원만 참가. 참가자는 카 오디오 업계의 관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6.1.3 - 초보자용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차량 내부는 OEM 모양을 유지하고 모든 좌석 위치가 표준을 유지해야합니다.

∙ 시스템의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맞춤형 패널, 콘솔 또는 배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패널 및 실내 차량 구성 요소 (예 : 대시 보드, 시트, 시트 레일, 헤드 라이너, 바닥

카펫)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량 내부에 추가 된 임시 또는 영구적인 OEM 내장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대시 패드, 수건, 담요, 창문 등).

∙ 차량에 있는 장비(헤드유닛, 스피커)를 대체하는 애프터 마켓 장비는 차량의 OEM 위치에 설치해야 합

니다. 예외 - 트위터 전용 (사용 된 경우)은 차량내 비 OEM 위치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예 : 차량 A 

필러 또는 도어 패널). 시각적 이미지의 목적을 위해 참가자는 바디 필러 (body filler), 유리 섬유 및 커버

링 물질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트위터의 위치를 개조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콘영역은 최대 직

경 1.0 인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서브 우퍼 (사용 된 경우)는 OEM 트렁크 구역 (또는 적재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애프터 마켓 오디오 장비 (예: 증폭기, 커패시터, 프로세서 등)는 눈에 보이지 않고 차량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차량 내부의 어떤 영역에도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능 또는 안전 기능을 적

절하게 작동시키는 것]

∙ 차량의 모든 OEM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업, 다운하도

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휴대전화 홀더, iPod Dock 및 부착 케이블과 같은 애프터 마켓 품목은 차량 내부 경계 내에서 허용.

∙ 차량에 사용되는 소리 방음제(예: 완충제)는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지 않아

야 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시트 조절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든 OEM 안전 및 편

의 기능은 손상 및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NOVICE CLASS에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1.4 - 차량 심사/평가

∙ 차량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에서 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 NOVICE CLASS는 트리플 크라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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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EUR CLASS

6.2.1 – 목적

아마추어 부문의 의도는 경연에서 경험을 쌓을 때 참가자가 초보자 부문에서 진전을 보이고, 초보자보다

차량 및 시스템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조하여 동일한 수준 및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경연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1명의 심사관(운전석)이 심사합니다.

6.2.2 - 아마추어 부문을 위한 참가자 요구 사항

∙ 산업의 비 관련 회원만. 참가자는 카 오디오관련 업계에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6.2.3 - 아마추어 부문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사운드 시스템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특정 실내 패널 및 구성 부품을 개조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 패널, 지붕 필러 트림 피스 (A / B / C 필러), 대시보드, 내부 도어 패

널, 후면 수하물 선반, 콘솔.

∙ 위에 나열되지 않은 패널 및 내부 차량 구성 요소 (시트, 시트 레일, 헤드 라이너, 바닥 카펫을 포함하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IASCA 

사무국에 연락하십시오.

∙ 스피커 (서브우퍼 미포함)는 차량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OEM에서 장착하지 않은 경우 기둥 및 / 또는

대시보드. 시각적 이미지 목적을 위해 참가자는 바디 필러(body filler)에 유리 섬유 및 커버 물질과 같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OEM 외관(용어 설명 참조)을 유지하도록 장착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장착되는 스피커 기둥이나 대시보드는 최대 스피커 크기가 5¼ "(133.5mm) 또는 동등한 원추형

영역 (21.65 평방 인치)으로 제한됩니다.

∙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위에 나열된 개조된 패널 또는 차량 실내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안전 및 기능, 심사위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 가능.

∙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타 애프터 마켓 장비는 차량 내부가 OEM 공장출품을 유지하는 한

차량의 어느 곳에나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업, 다

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제 (예: 완충제)는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

니다.

∙ 시판중인 대시패드는 아마추어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예: 수건, 담요 등)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패드 또는 덮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시트 조절 장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 내부의 모

든 OEM 차량 안전 장치는 손상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 용품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아마추어 부문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2.4 - 차량 심사

∙ 차량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에서 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 트리플 크라운에 참가 할 수 있고, 1명의 심사관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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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Pro / Am Class

6.3.1 - 의도

Pro / Am Class의 목적은 차량 및 오디오 시스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조하고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경험 많은 참가자를 위해 아마추어 부문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1명의 심사관이 운전석에서

심사합니다.

6.3.2 - Pro / Am Class의 참가자 요구 사항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

6.3.3 - Pro / Am Class의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내부 또는 외부 모든 패널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개조는 허용되지만 차량은 모든 표준 좌석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홀더, iPod Dock 및 부착 케이블과 같은 애프터 마켓 품목은 차량 내부 경계내에서 허용됩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기능은 손상되거나

개조되지 않고 완전히 작동해야 하며 차량의 B필러 앞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외: 앞 좌석의 음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트 조정 장치(시트 레일) 연장 개조는 허용됩니다.

∙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용품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심사위원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차량 안전 기능의 적절한 작동

을 방해하지 않는 한 내부 패널 및 구성 요소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Pro / Am Class에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3.4 - 차량 심사

∙ 차량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에서 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 트리플 크라운에 참가 할 수 있고, 1명의 심사관이 심사.

6.4 - PRO 1 및 PRO 2 Class

6.4.1 – 목적

∙ PRO 1 및 PRO 2 Class의 의도는 차량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조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참가자에게 아

마추어 및 Pro / Am Class의 경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심사 위원이 Pro1에서 1명, Pro2(운전석

및 조수석)에서 2명으로 심사합니다.

6.4.2 - Pro 1 및 Pro 2 Class의 참가자 요구 사항

∙ 모든 참가자에 개방

6.4.3 - Pro 1 및 Pro 2 Class의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Pro / Am Class와 동일하지만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 앞 좌석 위치 유지해야 합니다.

∙ OEM 차량 안전 기능은 심사관의 안전 또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

지 않는 한 제거 또는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6.4.4 - 차량 심사

∙ 차량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에서 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 Pro 1은 Triple Crown 1인 심사경쟁에 해당됩니다. Pro 2는 Triple Crown 2인 경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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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Ultimate Class

6.5.1 - 의도

∙ Ultimate Class의 목적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참가자를 위해 Pro Class로부터의 상향된 경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2명의 심사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전석에서 심사합니다.

6.5.2 - Ultimate Class를 위한 참가자 요구 사항

∙ 모든 참가자에 개방

6.5.3 - Ultimate Class를 위한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프로 클래스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시스템은 한 명의 심사위원이 아닌 2명이

심사합니다.

6.5.4 - Ultimate Class를 위한 차량 심사

∙ 차량 사운드 시스템은 2명의 심사관에 의해 운전석 위치에서 한 번에 하나씩 심사됩니다. 채점은 두 점

수 시트의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트리플 크라운에 참가 할 수 있고, 2명의 심사관이 심사.

6.6 - EXPERT CLASS 

6.6.1 - 의도

∙ Expert Class의 목적은 하위 클래스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광범위한 개조를 한 차량으로 가장 경험이

많은 참가자를 위한 경쟁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개조 작업은 특히 앞 좌석 위치에서

최고 수준으로 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행됩니다. 시스템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1명 혹

은 2명의 심사관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위원은 먼저 전통적인 2인 구성에서 차량을 심사한 다음 각 심사

위원이 운전석에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6.6.2 - Expert Class을 위한 참가자 필요 조건.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

6.6.3 - Expert Class의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OEM이 변경된 것이 심사관의 안전 또는 차량의 시스템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 청취 위치를 최적화하여 청취자의 청취 영역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는 운전석과 동승자가 동시에 차량을 앉을 수 있도록 2개의 좌석이 나란히 설치되어야 하며, 좌

석은 공장 좌석의 OEM 위치여야 합니다.

∙ OEM 차량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이 비활성화 되거나 개조 될 수 있습니다.

∙ OEM 차량 안전 기능이 제거되거나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차량의 어느 위치에나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Expert Class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은 클래스의 다른 모든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 차량의 자격 여부를 확신 할 수 없다면 IASCA 본사에 연락하십시오.

6.6.4 - 차량 심사

∙ TKE 3X 이벤트에서 Expert Class를 심사하는 심사관은 3명입니다. SPE (1X) 및 DPE (2X) 이벤트의 경우

행사 개최자는 한 명의 심사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SQC 심사관이 있는 이벤트에서 차량은

한 번에 한 명씩 동일한 심사관이 각 좌석에서 심사합니다.

∙ 채점 - 1인승 형식에서 한 명의 심사관 (TKE 행사)이 운전석에서 시스템을 심사합니다. 1회의 좌석 심사

가 완료되면 2명의 서로 다른 심사관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스템을 2가지 시트 형식으로 심사합니다. 1

개의 좌석 점수와 2개의 좌석 점수의 평균이 총점이 됩니다. 가장 높은 총점이 승자입니다.

∙ 트리플 크라운에 참가 할 수 있고, 2명의 심사관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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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JUDGING PRODURE

7.1 – 심사 전

1. 심사관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참가자에게 소개하고 참가자에게 심사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2. 심사관 어떤 이유로든 참가자에게 2번이상 차량의 심사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

다. 심사관은 지체 또는 지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전체 점수에서 10점을 차감하여 참가자에게 벌칙을

부과 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심사관은 참가자에게 어떤 소스유닛이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소스유닛의 볼륨과 트랙 선택의 적절

한 사용을 전달받고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지적 할 것입니다. 여러 소스유닛과 볼륨 컨트롤이 있는 차

량의 경우 참가자는 심사에서 어느 소스유닛과 볼륨 컨트롤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

은 사운드 심사 과정의 초기에 심사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심사관은 점수 시트에 사용 된 단위를 표

시합니다.

4. 심사관은 시스템과 차량에 대한 모든 조정을 했는지 여부를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참가자의 시스템과

차량이 심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심사관은 참가자가 차량 준비가 될 때까지 시스템과 차량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6. 준비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차량에 앉아 심사 항목 중 편안함을 확인합니다. 심사관은 참가자와 협의하

지 않고 사운드 시스템을 심사하기 위해 좌석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좌석 배치가 불합리한 것

으로 심사되면, 심사관과 참가자는 함께 작업하여 양쪽 좌석을 모두 만족시키는 좌석 위치를 찾습니다. 

45도 이상의 각도로 기울어 진 좌석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7. 이 시점에서 차량과 시스템은 제시된 대로 심사됩니다.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볼륨 및 트랙 조정

이외의 다른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2 – 심사

1. 심사 중, 심사관은 필요에 따라 볼륨 (위 / 아래)과 트랙 선택 (위 / 아래) 만 조정합니다.

2. 창작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엔진 작동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참가자를 위한 차량과 시스템은 엔

진을 끄고 심사됩니다.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이 요구되면, 심사관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

에게 통보 할 것입니다.

3. 심사관은 휴대용 SPL 미터를 사용하여 CD (또는 소스 자료)의 핑크 노이즈 트랙을 사용하여 심사 볼

륨 레벨을 80-90dB로 설정합니다. 미터의 센서는 얼굴의 귀 위치에서 약 6~12 인치 정도의 정면에 직

접 배치됩니다.

4. 심사관은 왼쪽 및 오른쪽 채널 확인을 위해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시스템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심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시스템이 실패하면 심사관은 차량을 나와 참가자에게 알리고 5분 안에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문제가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과 시스템은 "있는 그대로"심사됩니다.

5. 심사관은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균형, 사운드 스테이지, 이미징, 선형성, 소음 및 시스템 제어 작업

으로 시작하여 점수 시트 순서로 차량을 계속 심사합니다.

6. 일단 심사관이 심사를 완료하면 모든 심사 도구(CD 또는 소스 자료)를 제거하고 심사를 종료합니다.

7.3 - 심사가 완료된 후

1. 심사관은 참가자와 심사를 요약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분 이하

의 간략한 개요로 제한됩니다.

2. 심사관은 점수 또는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차량 내에서 일반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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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영역이나 관심사만을 언급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은 참가자에 의해 제기 될 수 없습니다.

3. 심사관은 시상식 후에 심사를 보다 상세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안 합니다.

4. 심사관은 참가자에게 그들의 시스템과 차량을 심사하고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 할 것입니다.

8 – SQC JUDGING GUIDELINES

이 섹션에서는 IASCA 심사관이 SQC 대회에서 심사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 하위 섹션은

심사대상을 설명 할뿐만 아니라 심사할 때 심사관이 심사 하고자 하는 것과 참가자가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이벤트에서 Tonal Accuracy와 Spectral Balance를 심사하기 전에 IASCA 심사관은 이벤트의 참조 레벨

로 활용될 품질 소스를 통해 Official IASCA CD를 청취합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대체 할 수는 없지만, IASCA는 심사관이 차량을 심사하기 전에 소리로 음

질을 조절하는 이벤트에 사용될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밸런스 심사를 위한 기준 레벨로 스튜디오 모

니터 헤드폰 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급 스튜디오 모니터 헤드폰 세트의 품질과 성능은 보

컬과 악기의 음조가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재현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8.1 - 시스템 안전 - 최대 2점

IASCA 행사에서 참가자와 심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일반적인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차량 및 시스템, 개인의 부상에 대한 잠재적인 손상 및 평상시의 심사 위치에 있는 개인

의 보호에 대한 차량 및 시스템의 안전 측면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섹션은 점수는 "합격 / 불합격"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이벤트

(1X, 2X)에서 교육 도구로 사용되며 이와 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대규모 이벤트 (3X, INAC)에서 시스템

이 심사관이나 참가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시스템을 심사하기 전에 수리해야 합니다. 수

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을 심사 할 수 없습니다.

전원 - 0 또는 1점

심사관은 참가자에게 시스템의 주요 전원(배터리)과 보조 전원(해당되는 경우)을 지적하도록 요청합니다. 

심사관은 시스템 차량의 전원을 시각적으로 검사하여 전원 공급원의 18인치 이내에 올바르게 융합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이 융합되면 1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장비 보안 - 0 또는 1점

장비, 케이블, 커넥터, 손잡이, 리모컨 등을 포함하여 심사관의 좌석 및 발 받침 구역 내의 모든 항목은

상기 항목의 잠재적 손상을 방지하고 참가자 및 심사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절차: 심사관은 사운드 시스템 및 연결 케이블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좌석 및 발 받침대

주변 아래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품목이 발견되면, 심사

관 품목이 안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케이블이 보호되는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장착에 관

한 질문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물리적 항목 / 케이블을 점검하여 항목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케이

블이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참가자에 요청합니다. 모든 케이블이 적절히 보호되어 있으면 1

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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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좌석 밑에 장착된 프로세서 장치는 좌석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발 앞쪽으로 발을 움직여 우연히 움직

일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손이나 발에 실수로 케이블에 걸려 프로세서에서 분리

할 수 없도록 케이블을 고정해야 하고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거나 잠재적으로 단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 심사관은 심사를 위해 자리를 잡으면 좌석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8.2 – TONAL ACCURACY AND SPECTRAL BALANCE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균형 심사에서 심사관은 4가지 특정 주파수 범위를 얼마나 잘 재생하는지에 따

라 시스템의 음조 특성을 심사합니다. [서브베이스, 중저음, 중음역 및 고주파]

시스템이 우수한 음조 정확도로 녹음을 재생하려면 이 주파수 범위의 매개 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고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매개 변수가 잘 일치하면 시스템이 자연스럽고 스펙트럼적으로 정확하게

들립니다.

심사관은 이 주파수 범위에서 시스템에 의해 재현 된 악기 및 음악의 사운드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시스템을 심사할 때 특히 각 범위의 도구에 집중할 것이며 전체

스펙트럼의 상대적인 균형은 무시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 절차).

심사관은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균형을 심사할 때 음조를 나타내는 여섯 가지 기본 특성을 사용합니

다. [소리 크기, 음조, 음색, 변조, 지속 시간 및 어택 및 Decay] 이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이 규칙의 뒤에

있는 용어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사관 중요 심사 사항:

다음 일반지침은 광범위한 음악에 적용됩니다. 공식 IASCA CD의 심사 트랙에는 아래 나열된 악기 중 일

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 트랙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Liner Note

를 참조하십시오.

음조 정확도 득점 척도

완벽함 20 점

특별함 16 - 19 점

매우 좋음 12 - 15 점

좋음 11 점

보통 2 - 7 점

개선 필요 1 점

0점이 주어집니다.

음조 정확성 및 특정 밸런스를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

IASCA CD(바코드 6 53341 90124 6)의 트랙 6, 7 및 8은 음조 정확도 및 스펙트럼 균형을 심사하기 위해

IASCA Worldwide에서 선택한 트랙입니다. 그러나 심사 중에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다른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한 차량에서 사용하는 트랙은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중인 모든 차량을 심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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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ASS (1Hz-60Hz) 모든 부문 - 1 ~ 20 점

심사관은 대형 현악기 (특히 베이스 기타 및 스탠드 업 베이스), 대형 드럼 (킥 드럼, 팀파니), 낮은 신디

사이저 사운드, 낮은 파이프 오르간 음 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범위의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인식 가

능하고 명료하며 왜곡이 없고 적절한 타격과 감쇠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낮은 대역의 확장은 바람직

한 특성입니다. 한 예는 초대형 파이프 기관의 최저 주파수 범위입니다.

MID-BASS (60Hz-200Hz) 모든 부문 - 1 ~ 20 점

심사관은 중형 드럼 (톰톰, 대형 콩가 등),베이스 기타 및 스탠드 업 중저역, 피아노 및 신시사이저의 낮

은 음표에서 나오는 소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적절한 디테일과 적절한 타격 및 감쇠로 부드럽게 재현

해야 합니다. 특히 드럼 및 베이스 기타의 타격 및 감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취 지역으로서의

차량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주파수 범위에서 공진과 관련된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MID-RANGE (200Hz-3KHz) 모든 부문 - 1 ~ 20 점

이 범위는 대부분의 녹음에서 음악 정보의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심사관은 인간의 목소리, 금관악기, 목

관악기, 현악기, 베이스 기타, 전기 및 어쿠스틱 기타, 신시사이저, 피아노, 작은 드럼 및 기타 타악기의

상위 범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공명과 치찰음은 이 주파수 범위에서 일반적인 시스템 결함입니다. 목

소리는 완전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모든 악기는 울퉁불퉁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은 울림이나 왜곡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현악기는 과도한 공명 없

이 독특한 '나무'소리를 내야 합니다.

HIGH-FREQUENCIES (3khz +) 모든 부문 - 1 ~ 20 점

심사는 심벌즈, 삼각형, 종소리, 스네어 드럼의 높은 주파수, 림샷, 손 박수, 신디사이저, 현악기 및 목관

악기의 위쪽 뻗기, 음성 녹음에서 "S" 또는 "F" / "T“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정확하고 부

드럽고 너무 흐리거나 너무 밝지 않아야 하며 거칠고 얇은 금속성 소리 또는 왜곡이 없어야 합니다.

SPECTRAL BALANCE 1 ~ 20 점

스펙트럼 균형은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시스템의 음조 정확도를 포함하여 청취 수준에서 시스템의

전체 음조 리얼리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음조 정확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요소가 전체 스펙트럼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주파수 범위로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전체를 재현하는

능력에 따라 심사됩니다.

탁월한 시스템은 모든 심사 트랙에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시스템이 약하면 왜곡, 부자연스러운 색채, 

동적 압축 및 주파수 응답 오류가 발생하여 음악을 듣는데 피로감을 주고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SPECTRAL BALANCE  심사 참고 사항

심사관은 "음악 전체"을 듣고 차량을 20점 척도로 점수를 매깁니다. 심사관은 음악을 듣고 실제 악기와

목소리가 들리는가? 주파수 범위 사이의 에너지 분포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시스템이 다른

주파수 범위를 얼마나 원활하게 통과하는지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스템 자체에서 고주파 성

능이 좋지만 고주파 레벨이 나머지 스펙트럼과 비교 될 때 너무 크거나 너무 조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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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사운드 스테이지

사운드 스테이지는 음악 소스가 시작된 플랫폼입니다. 꽤 큰 오케스트라 또는 상당히 작은 재즈 클럽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재현하여 차량 내부의 물

리적 경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다섯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 사운드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한 청취 위치 - 사운드 스테이지에 대한 청취자의 위치 및 사운드 스테이

지의 전면과 청취자 사이의 명백한 거리.

∙ 스테이지 너비 - 스테이지의 가장 먼 왼쪽 지점에서 가장 먼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

∙ 스테이지 높이 - 스테이지의 바닥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스테이지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 스테이지 깊이 - 스테이지의 가장 먼 앞 지점부터 가장 먼 뒷 지점까지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 앰비언스 - 음악과 스테이지의 크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공간감

사운드 스테이지 심사에서 심사관은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이 재생되는 프로그램 자료의 사운드 스테이지

및 주변 컨텐츠를 얼마나 잘 재생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상적인 카 오디오 시스템 사운드 스테이지

는 사운드가 청취자 앞에서 생기고 주변 환경이 추가되는 환상을 만듭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를 심사하는

동안 심사관은 사운드 스테이지 경계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러한 지도는 사운드 스테이지 요소

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징 심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시각적 단서가 심사(명백한 연설자 위치 또는 부재, 차량경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SQC 심사관은 차량의 모든 장비, 차량 자체 또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적절히 결정하는 데 방해

가 되는 방해 요소에 대해 "귀가 열리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음조 정확성 및 특정 밸런스를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

IASCA CD(바코드 6 53341 90124 6)의 트랙 10, 11, 12 및 13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심사하기 위해 IASCA 

Worldwide에서 선택한 트랙입니다. 그러나 심사 중에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다

른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한 차량에서 사용하는 트랙은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

사 중인 모든 차량을 심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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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사운드 스테이지와 관련된 위치 파악 – 1 ~ 15 점

"사운드 스테이지와 관련된 청취 위치"는 청중 앞에서의 상대 위치를 나타냅니다.

심사관이 사운드 스테이지의 앞부분을 인식하는 위치에 따라 무대 앞이나 뒤쪽, 심지어는 스테이지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스테이지와 관련된 리스닝 위치 스테이지 스코어링 차트 예제 (그림 1)

는 심사관이 사운드 스테이지의 위치를 상대방의 위치와 비교하여 인식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

어, 심사관이 9단계로 소리의 단계에 따른 청취 위치 점수를 얻는다면, 무대 앞은 그들이 앉아있는 곳과

관련하여 대시보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의 단계와 관련된 듣기 위치 - 채점 차트

사운드 스테이지 스코어 경계에 대한 듣는 위치

사운드 스테이지가 차량 내부의 전면 경계를 잘 초과합니다. 13 - 15 점

사운드 스테이지가 차량 내부의 전면 경계를 초과 함 11 - 12 점

사운드 스테이지는 실내의 앞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8 - 10 점

사운드 스테이지는 청취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6 - 7 점

사운드 스테이지가 심사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점

사운드 스테이지는 뒤에서 발생하거나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1 - 4 점

최고의 시스템은 청취자 앞에서 잘 보이는 무대로 차량의 전체에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라이브 콘서트가

이상적인 것처럼 이상적인 위치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자신과 사운드 스테이지 앞쪽

의 거리를 채점합니다.

저음을 잘 들으십시오. 앞이나 뒤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각 득점 단계의 최대 점수는 모든 사운드가 사

운드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만드는 시스템에 부여됩니다. 일부 시스템은 후방을 향한 서브베이

스의 일부 국지화를 나타낼 것이지만 여전히 청취 위치를 유지합니다. 심사관은 차량을 "청취 위치 뒤"

의 이유로 점수를 떨어 뜨려서는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심사관은 고주파 (중저음 및 중음부)에 의해 설

정된 점수에서 명백한 차량의 뒤 서브베이스에 대해 2점을 차감하고 점수 시트에 해당 동작을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량을 후방 저음용으로 낮게 떨어 뜨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득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2명의 심사관 심사에서 차량이 각 좌석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

내는 경우, 심사 위원에게 각 좌석의 점수를 심사 한 다음 평균값을 내어 최종점수를 정합니다. 예: 차량

은 한 좌석에서 13점, 반대편 좌석에서 9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좌석의 점수 합계는 22이며, 청취 위

치의 점수는 11점으로 2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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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스테이지 폭 1점 ~ 15 점

스테이지 Depth는 사운드 스테이지의 인식된 좌우 경계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사운드 스테이지 및 스테

이지 Depth에 대한 청취 위치와 관련하여 심사됩니다

.

심사관의 중요 심사 사항:

동봉된 Liner 노트와 함께 공식 IASCA CD의 심사 트랙을 통해 심사관은 스테이지 Depth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은 청취자와 관련하여 Liner 노트에 요약된 대로 공간의 원래 치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스템

이 음악을 재생하면 인위적으로 무대 Width를 압축하거나 확장해서는 안됩니다. 심사관은 가장 왼쪽 및

오른쪽 악기 / 보컬리스트를 넘어선 추가 스테이지 Depth를 청취합니다. 많은 음반에는 들리지 않는 공간

이 있습니다. 

이것은 득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2명의 심사관 심사에서 차량이 각 시트에 대해 다른 스테이지

Depth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심사관은 각 시트의 점수에 개별적으로 채점한 다음 이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참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차량의 내부경계 (예: 사이드 뷰 미러)를 넘어서 발생하는 경우 무대 폭은 차량

의 외부 경계를 참조 포인트로 사용하여 스테이지 Depth를 나타냅니다.

차량의 경계 (A 기둥과 같은)로 무대 Width를 정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대 폭 득점 척도

무대는 측면 차량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13 - 15 점

무대는 양쪽 차량 경계까지 확장됩니다. 11 - 12 점

넓은 스테이지는 거의 측면 차량 경계까지 확장됩니다. 10 점

측면 차량 경계의 좁은 스테이지 부족 8 - 9 점

좁은 무대 잘 측면 차량 경계 부족 5 - 7 점

스테이지 너비가 심각하게 압축 됨 (가상 모노) 1 - 4 점

무대의 Width는 심사관이 재생되는 트랙의 가장 바깥쪽 음악 신호를 듣는 곳에서 정의됩니다. 소리의 단

서가 차량의 물리적 경계 밖에서 발생하면 심사관은 차량의 물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스테이지에서 무대



36

의 왼쪽과 오른쪽을 인식하는 위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경계는 참조로만 사용되며 스테이지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아래 그림 참조): 1명의 심사관(왼쪽 시트)이 심사할 때, 심사관은 음악을 듣는 위치를 결정하여 무

대의 왼쪽과 오른쪽을 식별하여 점수를 결정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 음악은 차량의 기둥 바로 바깥

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채점 차트에 따라 심사관은 왼쪽에 1점을 공제합니다. 무대의 오른쪽 음악적 단서

는 글러브 박스 구역의 중앙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채점 차트에 따라 심사 위원은 오른쪽에 대해 3점을

공제합니다. 이 점수의 합계는 원래의 15점 기준에서 4점 감점 (왼쪽의 경우 1점, 오른쪽의 경우 3점)이

며 점수는 11점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2명의 심사관에 의해 심사 될 때, 동일한 원칙이 각 좌석에서 사

용 된 다음 두 점수가 함께 더해지고 2로 나뉘어 평균 무대 폭 점수를 결정합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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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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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오른쪽 예시에서는 차량 경계

를 기준점으로만 사용하여 스

테이지 폭이 왼쪽의 기둥 경계

를 넘어 연장되지만 대시보드

오른쪽의 중간 정도까지 확장

됩니다.

심사 위원단은 점수 척도를 이

용하여 최대 점수 15점에서 좌

측에서 1점, 우측에서 3점을

득점하여 점수가 11점이됩니

다.   15-1-3 = 11

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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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L

 E
Stage Width Example #1

"Stage는 측면 차량 경계를 넘

어 확장됩니다."

13-15 점

Stage Width Example #2

"Stage는 양쪽 경계로 확장됩

니다."

11-1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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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Width Example #3

"넓은 Stage는 거의 차량 측면

경계까지 확장됩니다.

"

1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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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tage Width Example #4

"차량 측면 경계의 좁은 무대"

8 - 9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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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STAGE HEIGHT - 1점 ~ 15점

스테이지 높이는 사운드 스테이지의 겉보기 높이와 그 레벨 이상의 수직 확산을 나타냅니다. 무대의 수

직 확산의 중심은 악기/보컬리스트가 무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평면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수평선

레벨에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스테이지의 높이는 보컬이 있는 무대 앞에서 드럼이 있을 수 있는 무대

뒤쪽까지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스테이지는 과장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스테이지 차원

에 비례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중요 심사사항:

스테이지 높이 특성이 좋은 시스템은 수평면에서 자연스런 수직 공간의 감각으로 안정된 사운드 스테이

지를 생성합니다. 악기와 목소리는 그 무대에서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들리며, 무대 아래에서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사관은 무대 높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앞에서 뒤까지 안정적으로 재생되는지 확

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경계가 낮아지거나(또는 그 반대) 센터에서 좋은 높

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점수 계산시 고려됩니다. 일부 차량은 고역대 내에서 높이가 좋지만 중저음

및 중저역은 대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래는 스테이지 높이를 채점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입니다. 심사 위

원은 심사후 사운드 스테이지 높이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차량의 각 좌석에 대해 서로 다른

스테이지 높이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2명의 심사관) 심사관은 각 좌석의 점수에 심사하고 2개의 점수를

더한 다음 2로 나누어 최종 점수 결정합니다. 심사관은 무대 높이 점수가 평균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점

수 시트의 의견란에 개별 점수를 씁니다.

무대 높이 득점 척도

무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안정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평선

수준입니다.
13 ~ 15점

무대는 주로 수평선 수준이며, 좌우로 불안정합니다. 9 ~ 12점

단계가 수평선 수준보다 낮지 만 안정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단계는 수평선

수준이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6 ~ 8점

무대가 낮고 불안정하다. 3 ~ 5점

스테이지를 정의 할 수 없습니다. 1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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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Height Example #1

"Stage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안정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수평한 수준입니다."

13-15 점

Stage Height Example #2

"단계는 수평한 수준보다 낮지

만 안정된 왼쪽à오른쪽으로"

6-8 점

Stage Height Example #3

"무대가 낮고 불안정하다"

3-5 점

8.3.4 - 스테이지 깊이 1 ~ 15점

사운드 스테이지 깊이는 차량의 심사관 좌석 위치와 관련하여 스테이지의 가장 깊은 지점부터 가장 후방

지점까지 감지되는 물리적 깊이입니다. 무대 위의 악기나 보컬이 인식된 위치가 뒤 또는 앞에서 된 무대

"깊이"을 만듭니다.

무대 심도 심사지침 - 무대 정면은 청중의 음계에 따른 청취 위치에 의해 설정됩니다. 인식된 무대 앞에

서 심사관은 무대 앞쪽과 관련하여 무대 뒤쪽이 어디인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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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위원의 중요 심사사항:

심사관은 악기와 보컬리스트의 위치(무대 앞에서 뒤쪽까지)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듣는 내용을 비교합니

다. 시스템이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적절한 순서로 악기 및 보컬을 사실적인 3차원으로 해석하면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득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심사관은 무대 깊이를 설명하는 설명을 쓸 것입니다. 2명의 심

사관 심사의 경우, 각 좌석에 대해 차량의 스테이지 깊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면 심사관에게 각 좌석

점수를 심사하도록 지시하고 두 점수를 합산 한 다음 2로 나누어 최종 점수를 결정합니다. 심사관은 평

균을 사용하여 무대 심도 점수를 얻는 경우 점수 시트의 의견란에 제공된 L / R 공간에 개별 점수를 작성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테이지 깊이는 다음 점수표를 사용합니다.

무대 심도 점수 척도

현실적인 깊이 감각을 보여주는 무대 12 ~ 15점

좋은 무대 감각을 발휘하는 무대 8 ~ 11점

스테이지는 약간의 깊이 감각을 보여준다. 2 ~ 7점

스테이지를 정의 할 수 없습니다. 1점

0점을 작성하지 마십시요.

8.3.5 - 분위기 1 ~ 10점

분위기는 음원 주변의 공간 감각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녹음에는 주위 신호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주위 신호는 녹음을 위해 사용 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거나 처리 장비를 사용하는 녹음

엔지니어가 생성합니다. 이러한 단서는 차량의 음향 및 사운드 시스템의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여 공간감

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중요 심사사항:

심사관은 음악이 녹음 된 "방"의 크기를 예상하고 그 방에 있는 느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주변 신

호를 듣습니다. 주위 신호는 음악이 녹음 된 공간의 크기에 자연스럽게 들려야 하며, 들리는 느낌을 사실

적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득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2명의 심사관의 심사에서 차량이 각 좌석과 다른 주변 특성을

보이면 심사관은 각 좌석의 점수를 심사하고 점수를 합산 한 다음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얻습니다. 심사

관은 평균을 사용하여 최종 점수를 작성하고, 점수표의 의견란에 개별 점수를 작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채점 척도

현실적인 분위기 / 적절한 방과 같은 소리 8 ~ 10점

약간 닫힌 채 / 아주 작은 방처럼 들린다. 4 ~ 7점

분위기 부족 / 매우 좁은 지역 소리 2 ~ 3점

위압감 / 인공 대기 효과 1점

0점을 작성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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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Depth STEP 1 – FRONT는 사운드 스테이지에 대한 리스닝 포지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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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는 Sound Stage 심

사에 대한 청취 위치에서

확립된 스테이지의 앞쪽

스코어링 스케일을 나타

냅니다.

이 예시에서 빨간색 다이

아몬드는 심사관이 앉아

있는 곳을 기준으로 무대

앞을 인식하는 곳을 나타

냅니다.

Stage Depth 2 단계 - 무대 전면과 관련하여 사운드 스테이지의 인지된 REAR을 결정합니다. 아래 예시

다이어그램에서 채점 척도를 사용하여 스테이지의 앞,뒤를 감지하여 스테이지 깊이를 채점합니다.

E
 X

 A
 M

 P
 L

 E

이 예시에서, 녹색 다이아

몬드는 심사관이 인식한

무대 앞의 보컬 뒷쪽을

표현하는 곳을 나타냅니

다.

이 예시에서 Stage Depth

는 8 점을 받았습니다.

이 예시에서, 스테이지가

표현된 프론트는 착석 위

치에 훨씬 가깝지만, 스테

이지의 후방 감지는 더

뒤로 (더 깊게) 더 높게

있다. (12 포인트)

이 예시에서 스테이지가

표현된 프론트는 훨씬 더

깊지만, 스테이지의 뒷부

분은 뒤쪽으로 (짧게) 표

현되지 않아 점수가 낮아

집니다. (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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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이미징

"이미징 (imaging)"이라는 용어는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정확한 위치와 비율로 악기 및 보컬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올바른 위치는 실제로 기록된 위치에 따라 정의됩니다. 시스템은

악기 및 보컬을 사운드 스테이지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이미징 심사를 위한 포인트 분석:

LEFT (총 10점 – FOCUS 1~5점 / PLACE 1~5점)

LEFT OF CENTER (총 10점 – FOCUS 1~5점 / PLACE 1~5점)

CENTER (총 10점 – FOCUS 1~5점 / PLACE 1~5점)

RIGHT OF CENTER (총 10점 – FOCUS 1~5점 / PLACE 1~5점)

RIGHT (총 10점 – FOCUS 1~5점 / PLACE 1~5점)

공식 IASCA Competition CD의 Liner 노트에 있는 상세한 사운드 스테이지 배치는 이 카테고리를 심사하

는데 사용된 녹음이 특정 악기 및 음색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 배치는 트랙을 제작한 녹음 엔

지니어와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관련하여 악기의 크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적절하게 배치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듣고 평가합니다. 악기 또는 보컬의 사운드가 집중되어 있고 사운드

스테이지의 올바른 위치에 적절히 배치되는지 (즉, 피아노가 색소폰에 비해 매우 클 수 있는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부 자연스럽게 넓게 보일 경우 또는 이미지가 피치가 변경 될 때 혼란스럽거

나 두 개 이상의 이미지로 분리되는 경우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또한 높이가 일정해야 합니다 (음성의 하

단 부분이 바닥에서 나오면 안 되며 나머지는 높아야 합니다).

이미징 심사에 사용 된 추적

IASCA CD (바코드 6 53341 90124 6)의 트랙 15, 16, 

17 및 18은 IASCA Worldwide가 SQC 심사의 이미

징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선택한 트랙입니다. 그

러나 심사 중에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이 CD의 다른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한 차량에서 사용하는 트랙은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중인 모든 차

량을 심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깊이를 심사할 때, 현실적인 스테이지 깊이감을 재연하는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GOOD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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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음향 선형성

이 섹션의 목적은 다양한 스펙트럼 레벨에서 정확한 스펙트럼 밸런스와 정확한 다이나믹을 녹음 재현하

는 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휴대용 SPL미터를 사용하여 기본 볼륨 레벨을 약 81dB 피크로 설정하기 위해 전용 사운드 선

형 트랙의 지침을 사용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심사관은 모든 사운드 선형성 트랙이 완료 될 때까지 볼

륨 컨트롤을 만지지 않습니다. 각 선형성 트랙은 아래 나열된 데시벨 범위에서 재생됩니다. 각 음악 샘플

은 동일하므로 심사관은 스펙트럼 밸런스와 다이나믹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각 볼륨 레

벨에서 음악을 스펙트럼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심사관의 중점 심사사항:

낮은 볼륨 레벨 (트랙 21)에서 심사관은 볼륨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저역, 중역 및 고역 변경 사항을 청

취합니다. 그들은 다이나믹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트랙이 평균 dB레벨과 피크 dB레벨 사이에

서 다양하게 증가하거나 향상합니까? 낮은 볼륨에서 눈에 띄게 감소합니까? 낮은볼륨의 서브베이스 확장

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트랙 21을 심사할 때 고려됩니다.

높은 볼륨에서, 심사관은 매끄러운 스펙트럼 균형과 견고하고 현실적인 다이나믹을 경청합니다. 악기는

왜곡(앰프 클리핑 또는 스피커 시스템 제한)으로 압축되지 않는 사실적인 어택과 임팩트를 가져야 합니다. 

저/중/고역 사이의 상대적인 볼륨은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다른 섹션을 압도하는 섹션이 없어야

합니다. 부 자연스러운 치찰음이나 소리의 사라짐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해야 합니다.

선형성을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추적

IASCA CD (바코드 6 53341 90124 6)의 트랙 21, 22 및 23은 SQC 판별의 선형성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IASCA Worldwide에서 선택한 트랙입니다.

시스템 선형성 점수 척도

완벽함 10점

특별함 8 ~ 9점

매우 좋음 6 ~ 7점

좋음 4 ~ 5점

보통 2 ~ 3점

개선 필요 1점

0점의 작성하지 마십시요.

소프트 볼륨 트랙 – 피크 81dB / 평균 74dB 1 ~ 10점

보통 볼륨 트랙 – 피크 93dB / 평균 86dB 1 ~ 10점

시끄러운 볼륨 트랙 – 피크 105dB / 평균 98dB 1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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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NOISE  0 ~ 6점 차감가능

이 섹션에서 심사관은 차량 및 시스템 내에서 잡음을 심사할 것이며 이는 평가자료를 청취하는 동안 발

생하는 잡음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청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청취 즐거움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잡음에 대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잡음 테스트 절차:

현재 공식 IASCA CD의 음악 트랙과 Noise Tracks 부재는 시스템의 청취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심

사관은 정상적인 착석 위치에서 잡음 수준을 결정합니다.

심사관은 공식 IASCA CD의 잡음 테스트용으로 지정된 음악 트랙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

리를 결정하여 전체 심사 과정에서 잡음을 심사합니다. 잡음 테스트 트랙의 경우, 심사관은 트랙 시작 부

분에서 볼륨을 보통 수준(약 90dB)으로 설정합니다. 트랙의 볼륨레벨이 감소함에 따라, 심사관은 최대 음

량에 도달 할 때까지 일정한 음향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음량을 높이고 시스템 내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IASCA CD (바코드 6 53341 90124 6)의 트랙 25 및 26은 IASCA Worldwide에서 SQC 잡음층의 평가 및

기계 잡음 섹션을 심사하기 위해 선택한 트랙입니다. CD의 다른 모든 트랙은 환경 잡음을 심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잡음 점수

채점은 심사관이 들리는 잡음의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으면, 모든 포인트가 주어집니

다. 잡음이 들리면 잡음 수준에 따라 점수가 차감됩니다.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잡음인 "사소한 소

음"과 "명백한 소음“이 있습니다. 

사소한 소음 (-1점) - 심사 과정에서 간신히 인지 할 수 있는 잡음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약간 손상시킵

니다. [예: 조용한 구절이나 트랙 사이에서 들을 수 있는 낮은 볼륨의 쉇 소리. 재생되는 동안 간혹 인지

할 수 있는 덜컹거림]

명백한 소음 (-2점) - 심사 과정 중에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잡음으로 이 소음으로 인하여 심사관의 주

의를 심하게 떨어뜨립니다. 예: 음악을 재생하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큰 소리. 차량 내의 느슨한 패널

또는 품목으로 인한 일관된 덜거덕거림 또는 공진; 원래 소스 자료의 일부가 아닌 일관된 기계적 잡음.

소음 점수 척도 사소한 소음 명백한 소음

잡음층 / 치찰음이 감지됨 -1 점 -2 점

기계적인 잡음이 감지됨 -1 점 -2 점

환경 소음이 감지됨 -1 점 -2 점

치찰음 1 ~ 2점 감점 가능

플로어 노이즈 (Gain Hiss라고도 함)는 일반적인 장착 위치에서 들리는 오디오 트랙 사이의 쉇 소리입니

다. 이 섹션의 득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잡음에는 시스템을 재생하는 동안 들리는 윙윙 소리가

(앰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기타 소스) 포함됩니다.

기계적 잡음 1 ~ 2점 감점 가능

시스템이 재생되는 동안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공기흐름 또는 기계소음 (설명을 위한 용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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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 1 ~ 2점 감점 가능

환경 소음은 원본 매체가 재생되는 동안 심사관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차량 및 시스

템 내의 모든 항목 (원본 녹음 내용의 일부가 아닌)에서 발생되는 잡음으로 정의됩니다. 예로 차량 패널

의 덜거덕거림, 공진으로 인한 잡음을 발생시키는 차량 내의 물품 (예: 도어 포켓 주름, 상자의 캔디, 느

슨한 나사 덜거덕거리기,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플라스틱 패널의 공진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군중 소음과 같은 외부 환경 소음, 음악을 연주하는 다른 차량, 엔진의 회전음, 등등 고려되지

않습니다.]

8.7 - 시스템 제어 작동 - 1 ~ 3점

심사관은 특정 시스템 제어 장치가 도로에서 혼란 없이 제어 장치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

다.

심사관이 차량 및 시스템을 심사하는 동안 수행해야 하는 모든 기능은 제어 장치가 심사 위치 (심사관의

착석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앞으로 또는 뒤로 기울지 않고, 또는 좌석 위치를 조정할 필요 없이 제어 장

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합니다 (CD, 플래시 드라이브 등)의 삽입 및 검색을 제외하고는 해당 위치에서 시

스템 제어를 시작합니다.

참조: 참가자는 SQC 심사를 위한 시트위치를 결정합니다. 참가자가 심사를 위한 시트위치를 설정하면, 

그것은 SQC의 전체 심사에 사용되는 위치가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시트위치가 이동되거나 조정되지 않

습니다. [예: 좌석을 최대한 뒤로 조정하면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참고: 심사 위원은 전체 심사 과정에

서 해당 착석 위치에서 과도한 움직임 없이 제어 장치를 작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어 장치는 다음 기능을 작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륨 조정 및 트랙 선택, 시스템 표시가 심사관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운전 중에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되는 기능입니다.

제어 장치는 심사관이 시스템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완수 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됩니다. 시스템

제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핸들 조작, 유/무선 원격 조정, 음성 활성

화, 기계/전기 스위치/노브, 헤드유닛, 소스유닛 등

시스템 제어 작업 점수 척도:

시스템 제어 연산 점수 척도는 3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심사를 위해 착석 위치에 있는 동안 제어 장치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가? (1점)

∙제어 장치가 안전하게 장착되었는가? (1점) (용어 해설에서 "안전하게 장착 됨"참조)

∙착석 위치에서 심사 위원의 시야에 들어오는가? (1점)

참고 - 안전하게 장착되지 않은 전원 장치에 대한 표준 제어 장치는 1점을 받지 못합니다. "느슨한 원격"

은 주행 중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원본 장치의 시스템 제어에 액세스하기 위한 일관된 위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 운전자가 선택한 심사 시트 위치에서 심사관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제어 장치 (예 : 핸들 컨트롤

또는 소스 장치 컨트롤)는 접근성을 위한 포인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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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SQC 경쟁 동점자

SQC의 동점 점수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음조 정확도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2.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사운드 스테이지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3.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이미징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4.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선형성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5.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소음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6.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시스템 컨트롤 작동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7.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안전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이 승리합니다.

8. 동점자가 남아 있으면 동등한 순위로 결정합니다.

10 - SQC 클래스 변경하기

SQC 대회에서 경쟁자는 클래스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 참가자가 클래스에서

이동하기를 원하면 클래스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IASCA 본사의 단독 재량입니다. 클래스 변경을 위한

모든 청원서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상황을 열거하고 승인을 위해 IASCA 본사나 지사

로 보내야 합니다. 청원은 케이스 별로 검토될 것입니다.

참고: 클래스에서 두 번 INAC 챔피언 자격을 얻은 참가자는 순위 또는 경험 수준에 관계없이 상위 클래

스로 변경해야 합니다.

11 - 용어 해설

Tone의 표현을 위한 6 가지 기본 특성

음의 크기 (Loudness): 사운드에 의해 생성된 청각적 감각의 크기 (스피커간의 균등화 또는 부적절한 레

벨 매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피치 (Pitch): 음계의 음질을 주관적인 음질로 결정합니다. 과도한 왜곡 및 비선형성은 피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팀버 (Timbre): 고역와 기본적인 상호 작용으로 생기는 음의 신호입니다. (예: 기타에 의해 생성 된 기본

톤의 고역이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고역 재생이 좋지 않아 기타 사운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조: 사운드에 발생하는 진폭, 위상 또는 주파수의 변화. (위상 문제, 주파수 응답 문제 등이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속 시간: 말 그대로 사운드의 지속 시간입니다 (예: 일시적인 응답 또는 패널 공명은 나쁜 시스템의 영

향을 받을 수 있음).

Attack and Decay (어택과 디케이): 사운드의 타격감 이나 감쇠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과도 응답, 

패널 공명 및 과도한 반사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타격 및 감쇠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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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관

정확한 (Accuracy) - 오류가 없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분위기 (Ambient) - 음악이 재생되는 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현실감"라고도 합니다.

Baffle - 시스템의 음질 특성을 재지정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되었거나 특별히 제작 된 패널.

Cargo Area - 화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의 공통 영역입니다. 자동차에서는 화물칸을 트렁크 또는

부츠라고 합니다. 트럭에서는 침대 또는 상자라고 합니다. 미니 밴, SUV 및 크로스 오버 차량의 경우 두

번째 좌석 열 바로 뒤에 있습니다.

특성 -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특징 또는 품질. 특정물건의 구별 또는 대표

일관성 - 논리적으로 또는 미적으로 일관되고 함께 조화로운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전체

착색 (Coloration) - 사운드 원래의 재생에 부자연스러운 또는 녹음되지 않은 고유 한 특성을 부여하는 시

스템 구성 요소의 기능.

제어 장치 - 시스템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관이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 제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핸들 제어, 유/무선 원격, 음성 활성화, 기계 / 전기

스위치 / 노브, 소스 장치, 헤드 장치 등

데시벨 (Decibel) - 상대 음량, 전압 또는 전류를 두 개의 판독 값의 비율로 보통 로그의 10배와 같은 단

위입니다. 사운드의 경우 데시벨 척도는 통찰력이 부족한 소리는 0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소리는 130까지

나옵니다. 데시벨 기호는 dB입니다.

다이나믹 - 음악과 관련하여 음악의 다양한 레벨의 진폭과 연주자가 연주 내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

운전석 - IASCA 대회에서 이 용어는 정상 주행 조건에서 차량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주 좌석을 의미

합니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에 접근 할 수 있는 차량의 핸들 바로 뒤에 있는 좌석입니다.

환경 잡음 - 자동차 또는 차량 및 시스템 내의 모든 항목이 원본 녹음 내용의 일부가 아닌 소리.

인체 공학 - 편안함, 효율성, 안전성 및 사용 용이성에 기여하는 항목의 디자인 요소 또는 품질.

산업 - IASCA의 정의에 의한 "산업"이라는 용어는 자동차 오디오 경쟁 (심사관, 강사, 행사 기획자), 잡지

(온라인 및 인쇄물), 전자 제품 및 전자 제품과 같은 모바일 전자 제품과 직접 관련된 모든 업계를 말합

니다.

산업 회원 (Industry Member) - 정의: 동종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 이는 그들이 한 회사의 월급

형태로 고용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킥 포드 (Kick Pods) (킥 패널 (Kick Panels)) - 차량 및 시스템의 음질 특성을 향상 시키거나 개선하기 위

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바닥구역에 배치 된 스피커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포드 또는 패널.

라이브 콘서트 환경 - 청취자에게 라이브 콘서트의 감정과 감정을 재연하는 차량 및 사운드 시스템의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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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소음 - 기계 소음은 팬, 소음 또는 시스템 내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같이 심사 매체 (CD, 플

래시 드라이브 등)에서 생성되지 않는 것을 잡음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관이 청취하려는 의도대로 근원 매

체를 올바르게 청취 할 수 있는 능력.

잡음층 - 시스템 심사의 청취 볼륨 레벨과 관련하여 차량 주변의 모든 주변 잡음의 볼륨 레벨입니다.

신규 참가자 - 자동차 오디오 경기의 스포츠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

OEM -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 자동차 및 모바일 전자 산업을 모두 지칭하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 이 문서를 통해 언급되는 OEM은 원래 조립되었을 때 자동차 또는 구성품이 공장

에서 제공된 원래 장비를 나타냅니다.

OEM 모양 - 이 용어는 차량 제조업체가 원래 설계 한 것과 비슷한 모양을 유지하는 차량을 나타냅니다. 

차량의 패널이 수정 된 경우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패널을 다시 마무리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

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을 원래의 모양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개조 된 패

널의 모양은 원래 인테리어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인테리어 디자인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 - 필러는 공장에서 OEM 트위터가 장착되지 않은 패널을 트림하지만 애프터 마켓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디자인은 차량의 A필러 프레임에 부착 된 플라스틱 A필러 트림 조

각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 된) 트림부분플라스틱 스프레이와 같은 유사한 재질의

원래 트림부분 모습을 재현하거나 원래의 트림부분와 비슷한 색상과 질감의 천이나 비닐 소재를 복제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arameter - 무언가가 행해지거나 그러한 사실이나 지침 내에서 수행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사실 또

는 일련의 지침.

영구적으로 부착 - 영구성을 목적으로 차량에 추가 된 품목. 물품이 부착 된 방식으로 부착 된 패널은 패

널을 분리 할 때 패널이 손상 될 수 있는 경우 영구히 부착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거 시 잠재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착 방식의 예로는 양면 테이프, 벨크로, 나사, 접착제, 솔더, 너트 / 볼트, 나사 등이

있습니다.

기둥 (Pillars) - 차량의 지붕을 지탱하는 금속 포스트. 앞 유리에 있는 앞 기둥은 일반적으로 "A"기둥으로

불리며, 지붕 중간의 가운데 기둥은 "B"기둥으로, 뒤쪽 기둥은 "C" "기둥으로 불립니다.

현실성 / 실감성 - 음악의 실제 성능과 정확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사운드 시스템에서 음악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분위기라고도 합니다.

복제물 - 소스 자료를 사용하여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

공명 - 공명 진동에 의해 생성되는 강렬하고 장기간의 소리로서 보통 차량의 패널을 진동시키는 사운드

시스템에 의한 음악 재생에 의해 발생합니다. 공명 (Resonance)은 진동을 계속하는 패널의 효과로, 해당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악이 시스템을 통해 재생을 멈춘 후에 주파수를 재생합니다.

시트 위치 유지 - 차량의 전방 및 후방 좌석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줄 이상의 좌석이 있는 차량의 경우

뒷좌석 좌석의 첫 번째 줄 뒤에 있는 좌석 위치가 제거 될 수 있습니다.

장착 - SQC 규칙의 목적 상 안전하게 장착 된 장비를 지칭, 차량 내에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항목은

차량 및 시스템을 심사하는 동안 잠재적으로 심사관은 안전 위험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의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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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베이스 노브, 프로세서, 앰프,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베이스 손잡이 혹은 리모컨과 같은 작은 항

목은 벨크로가 장착 될 수 있으며 벨크로 사용 된 패널에 제대로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앰프 및 스피커와 같은 더 큰 항목은 나사 사용과 같이 보다 안전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장비에서 나오

는 전선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실수로 장비에서 빠져 나올 가능성을 적절히 보

호해야 합니다. 참고: IASCA 및 그 대리인 (심사관, 스텝 등)은 안전하게 장착되고 보호되지 않은 차량의

장비나 배선에 대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비와 배선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보호되는 것

은 참가자의 책임이며 IASCA는 부적절하게 확보 된 품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상에 대해

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간감 - 청취자가 음악이 원래 녹음 된 영역에 있다는 "느낌"을 제공 할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의 기능.

치찰음 - 문자 "S"와 같이 특정 자음이 발성 될 때 생성되는 쇳소리입니다. 공기가 빠져 나가는 타이어의

소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Spectrum) - 일반적으로 "사운드 스펙트럼 (Sound Spectrum)"이라고 하는 평균 인간의 귀가 느

낄 수 있는 최저 저음에서 최고 고음까지의 전체 오디오 주파수 범위입니다.

스톡 (Stock) - 차량을 개조 할 때,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량의 원본 (또는 OEM) 디자인과 모양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 된 용어.

Vehicle (차량) - 모든 모터 구동 자동차, 트럭, 밴, SUV, 크로스 오버 및 미니밴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로 사용됩니다. IASCA의 정의에 따라 "차량"자격을 얻으려면 심사 중인 사운드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 변속기, 전기 시스템, 전방 및 후방 차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주행 차축이어야 함), 핸들 및 시트가 움직이는 동안 장치를 제어 할 수 있는 좌석. '견인 차량'이

부착 된 트레일러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위의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위여야 합

니다.

12 - 후원, 후원 및 지원

산업 동맹 - 모바일 전자 산업에서 일하는 참가자는 모바일 전자 업계와 제휴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참가자가 위치에 상관없이 모바일 전자 산업의 어느 부분에 고용되어 있다면 IASCA의 정의에

따라 "업계의 전문가"로 간주되며 Pro / Am Classes 이상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스폰서십 - 경쟁 할 부문이나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후

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설명과 적절한 경쟁 분류를 목적으로 IASCA의 정의에 의한 "후원"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

다.: "자동차용 제품을 판매, 설치, 배포 및 또는 제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비용, 장비, 어떠한 이유

로든 도매 또는 소매로, 그리고 브랜드 또는 제휴 브랜드에 대한 홍보, 광고 또는 홍보와 교환 할 수 있

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특별 할인이 포함되며, 자금을 수령하거나 경

품에 참가하는 전형적인 기업 경비로 [여행, 식사, 연료, 숙박, 마일리지 및 일당] 상환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상점에서 정상 할인 이하로 할인되는 할인점 또는 사운드 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계의 모든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짜 물건"장비를 의미합니다. 여행 경비, 식사비, 숙박비 또는 제

재 된 IASCA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계약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귀하

는 본질적으로 스폰서쉽을 받거나 제조업체가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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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다음 기준은 지원으로 간주되며 "후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광고되는 (예: 25% 또는 50% 할인 판매) 합리적인 소매 할인을 받습니다. "3개 구매 시

1개 무료"또는 "앰프 구매 및 무료 와이어 키트 구입"과 같은 특별 소매 거래

∙ 제조업체 지원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팀의 일원으로 경쟁에 참가하기 위해 경쟁 참가비에 대한 상환을 받는다.

∙ 제조업체 지원 팀의 구성원으로서 거의 또는 무료로 브랜드 의류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전문가 또는 팀원이 오디오 시스템 튜닝 또는 설정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유료 또는 자발적으

로 경기 전에 언제든지, 또는 경기 당일 차량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받습니다.

∙ 팀 회의에 참석할 때 가끔 "무료 식사"또는 저녁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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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경기 형식은 애프터 마켓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 무결성, 통합 및 인스톨능력의 범주에서 최고

성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제작자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설계에 사용된 시스템 및 창의성에 대한 제작자의 지식을 평가합니다.

2. 의도

IASCA의 IQC (Installation Quality Challenge) 형식 및 규칙의 의도는 시스템 제작자가 애프터 마켓

장비 설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정하고 재미 있고 편견 없는 심사형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 프로그램 튜닝, 설치 및 관련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6가지 주요 기준: 프레

젠테이션, 안전, 무결성, 통합, 장인 정신 및 창의적 요소.

애프터 마켓 자동차 오디오 장비의 대중 판매를 촉진하고 고품질 애프터 마켓 자동차 오디오

제품의 이점을 교육합니다.

3. 목적

IASCA IQC의 목적은 건전한 시스템 설치 기준을 높이고 브랜드 또는 차량에 대한 편견이나 결점

없는 시스템 안전성,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하게 설치된 애프터 마켓 사운드 시스템의 이

점, 서비스능력, 변경을 소비자 및 산업계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4. 클래스

IASCA IQC의 부서 및 클래스는 시스템 설치자, 모바일 전자 산업 내 상태 및 설치 수준을 기반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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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QC 심사기준

심사관은 본 규칙 책자에 설정된 기준과 다음 순서로 평가 항목을 기록하는 평가표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운드 시스템의 설치를 평가합니다.

1. 프리젠테이션

2. 시스템 안전성

3. 설치 무결성

4. 시스템 통합성

5. 인스톨 능력

6. 창의적인 요소

· 시스템 설치자는 시스템 / 차량을 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참가자의 경우에도 (타 설치자의

도움이 있는 것은 제외) 시스템 / 차량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 차량을 평가하기 전에

IASC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설치 심사는 아마추어, 스트리트 은 한 명의 심사관이고, 프로 부문 및 전문가 부문의 2 명의 심

사관이 심사를 수행합니다. 

· IQC 판정 기준은 모든 클래스에서 동일하지만 창의요소 점수 레벨은 예외입니다. 

· 심사관은 이 규칙에 있는 도표를 활용하여 설치 판단 기준을 요구합니다.

· 경기가 끝나고 상을 수여 할 때까지 참가자는 점수 시트 (또는 점수 시트)를 볼 수 없습니다. 점수 시

트를 보려고 하는 모든 참가자는 총점에서 10 점 감점합니다.

동점 일 경우 다음 섹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따라 승자가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창의적인 요소

2. 인스톨 능력

3. 화장품 통합

4. 설치의 무결성

5. 시스템 안전성

6. 프리젠테이션

7. 동점자가 남아있는 경우 경쟁 업체는 동일한 순위를 얻게 됩니다.

6 - IQC 부문 및 강좌

IQC 구분

· AMATEUR (1개 클래스) - 경연에 대해 배우고 직접 설치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클래

스는 국가별 행사의 규칙을 따릅니다. (각 국가별 IASCA조직의 규칙을 따른다.)

· STREET (2개 클래스) – 어떤 방식으로든 모바일 전자 산업에서 일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에게 개방됩니다. 

· PRO (2개 클래스) - 소매 수준에서 일하는 모든 모바일 전자 업계 종사자 (소매점) 및 설치 수준이 높은

비 산업 관련 개인에게 개방됩니다. 

· 전문가 (1개 클래스) -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정의에 능숙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됩니다.

IQC 클래스

IQC Street과 Pro Division에만 2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설치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STOCK 클래스 - 스톡 클래스 설치는 차량의 내부 OEM 외관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트렁크 (또는 트

렁크 공간)는 맞춤식 일 수 있지만 실내에서 스타일링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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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치는 안전 기능과 보안 기능 (스페어 타이어 등)을 포함한 차량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장 높은 점수는 OEM 외관에 창조적으로 확장되는 설치에 주어집니다.

· 색과 질감이 중요합니다. 

· STOCK 클래스에 설치하는 주된 동기 요인은 시스템 장비 및 설치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 OEM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USTOM 클래스 - CUSTOM 클래스는 설치 및 해당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 강조 표시, 색 선택, 혼합, 창의적인 통합 방법 및 주제의 일관성이 평가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 이러한 유형의 설치는 사용자 지정 차량이 OEM 공장 차량의 한계를 뻗어가는 방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CUSTOM 클래스 방식의 설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동기 요인은 시스템과 설치를 차량의 초점으로 두드

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차량 / 시스템 / 장비 정보 (모든 IQC 클래스)

1. IQC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대중이 도로에서 주행 할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설계 및 제작

한 자동차, 트럭, 밴, SUV, COV와 같은 전동 차량이어야 합니다. 

2. 트레일러, 가정용 카트, 골프 카트, 오토바이 등의 차량은 경쟁 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설치에 사용 된 모든 음향 시스템 장비 (OEM 또는 애프터 마켓 여부)는 모든 채점 섹션에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4. OEM을 포함하여 시스템 설치자가 설치하거나 수정한 장비만 평가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OEM 장비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6.1 - 아마추어 부분

6.1.1 - 의도

아마추어 부분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자동차 오디오에 대한 열정을 공정하고 재미 있고 편향되지 않은 형

식으로 경연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6.1.2 - 아마추어 부문의 경쟁자 요구 사항

· 이 클래스는 산업계 내에서 일하지 않는 설치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 산업 회원으로

'DIY'또는 'Do it yourselfers'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업체는 어떤 식으로든 모바일 전자 산업과 제휴하

거나 고용 할 수 없습니다. 

· 경연 업체가 시스템을 설치 및 구축해야 함

· 경연 업체는 시스템 구축 및 설치에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경연 업체는 경연팀에 속할 수 없음 (스폰서, 조직위원회 등 경연과 관련된 자)

· 경연 업체는 모바일 전자 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하거나 후원 할 수 없음

6.1.3 - 아마추어 부문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사운드 시스템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특정 내부 패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이 허용됩니다. 수정

할 수 있는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어 패널, 킥 패널, 후면 선반, 콘솔. 스피커 (서브우퍼 포함하지 않

음)는 허용 된 패널 (예: 도어 패널의 스피커, 킥 패널)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목적을 위해 경쟁

자는 보디필러, 유리섬유 및 커버물질과 같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장착 위치를 수정하여 외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지만 OEM 외관 (용어 설명 참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위 목록에 없는 패널 및 실내 차량 구성 요소 (대시보드, A / B / C 필러, 시트, 시트 레일, 헤드라이너, 

바닥 카펫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어떤식으로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 - 트위터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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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된 경우) 차량에 장착 가능이 위치에 OEM 트위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용 필러. 차량에 OEM 대시

보드 또는 필러 트위터가 장착 된 경우 스피커 자체는 OEM 위치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OEM 스

피커의 크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비주얼의 목적을 위해 경쟁자는 바디필러 (body filler), 유리 섬유 및

커버링 물질과 같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트위터의 위치를 수정하여 미용 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최대 지름 1.5 인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서브우퍼 (사용된 경우)는 OEM 트렁크 (또는 적재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애프터 마켓 오디오 장비는 자동차 내부가 OEM 외관을 유지하고 차량 안전, 심사관의 안전을 저

해하지 않거나 차량 기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차량 내부의 모든 영역에 장착 할 수 있습

니다 또는 안전 기능.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롤업

및 다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제 (예: 완충제)가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

니다. 

· 시판중인 대시패드는 아마추어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예: 수건, 담요 등)

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패드 또는 덮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페어 타이어, Jack,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시트 조절 장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장치는 손상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아마추어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2 – STREET 클래스

6.2.1 - 의도

스트리트 클래스의 목적은 자동차 오디오에 대한 열정을 공정하고 재미있고 편향되지 않은 형식으로 경

연 할 수 있는 비 산업 관련 개인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2.2 – 클래스

STREET 클래스에는 STOCK과 CUSTOM 2개로 나뉩니다.

6.2.3 – STREET 클래스의 참가자 요구사항

·이 클래스는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설치자를 위해 접수되며 더 일반적으로 'DIYers 또는 do it yourselfers'

로 관련 없는 회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어떤 식으로든 모바일 전자 산업과 제휴하거나 고용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가 시스템을 설치 및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할 때 참가자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가자는 경연팀의 일부일 수 있음

· 참가자는 협력업체가 후원하고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받을 수 있음

6.2.4 – STREET STOCK 클래스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STOCK 클래스 설치는 차량 내부의 무결성을 연속성으로 유지합니다. 색상과 질감이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OEM 외관을 창조적으로 확장한 설치에 부여됩니다. STOCK 방식의 설치를 뒷받침하는 주된

동기는 공장이 그 방식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운드 시스템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특정 실내 패널 및 구성 부품을 개조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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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 패널, 지붕 필러 트림 피스 (A / B / C 필러), 대시 보드, 내부 도어 패

널, 후면 소하물 선반, 콘솔. 모든 변경 사항은 OEM "외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참

조). 

· 시판용 대시패드는 Street Division Stock Clas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예: 수건, 담

요 등)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패드 또는 덮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에 나열되지 않은 패널 및 내부 차량 구성 요소 (시트, 시트 레일, 헤드 라이너, 바닥 카펫을 포함하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형태 변경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IASCA 사무국에 연락하십시오. 

· 스피커 (서브우퍼 포함하지 않음)는 차량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OEM에서 장착하지 않은 경우 기둥

및 / 또는 대시 보드. 외관 목적을 위해 참가자는 보디필러 (body filler), 유리섬유 및 커버 물질과 같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외관상 호감을 주며 OEM 외관 (용어 설명 참조)을 유지하도록 장착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장착되는 스피커 기둥이나 대시보드는 최대 크기가 5¼ "(133.5 mm)로 제한됩니다. 

●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위에 나열된 "수정 승인 된"패널 또는 차량 실내에 장착 할 수 있습

니다. 단, 차량 안전, 판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거나 차량 안전 기능.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타 애프터 마켓 장비는 차량 내부가 OEM 모양을 유지하는 한 차량의 어느 곳에 나 장착 할 수 있습

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롤업

및 다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제(예 : 완충제)가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

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시트 조절 장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 내부의 모

든 OEM 차량 안전 장치는 손상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 용품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Street Division Stock Class에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유형과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2.5 - Street Division CUSTOM 클래스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CUSTOM 클래스 설치는 설치 및 해당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강조 표시 한 것입니다. 강조, 색상 선

택, 혼합 및 창조적인 통합 방법의 일관성은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치는 OEM 공장

차량의 OEM 범위를 뻗어 나가는 방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CUSTOM 클래스의 설치에 대한 주

요 동기 부여 요소는 차량에서 설치가 눈에 띄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운드 시스템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내부 패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이 허용됩니다. 

· CUSTOM 클래스에는 모든 유형의 대시패드 (표준, 맞춤형)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수건, 담요 등) 용으로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임시 패드 또는 천 덮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차량, 심사관의 안전을 해치거나 차량 기능이나 안전 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설치자가 선택한 임의의 위치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롤업

및 다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재 (예: 완충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며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거

나 OEM 차량 기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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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기능은 손상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 용품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정기구는 차량 안전 장치, 심사관의 안전을 해치지 않거나 차량 안전 기능의 적절한 작

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 길이를 늘리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 Street Division Custom Class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유형과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3 – PRO 클래스

6.3.1 - 의도

Pro Division의 의도는 자동차 오디오에 대한 열정이 공정하고 재미있고 편향되지 않은 형식으로 경연 할

수 있는 산업 관련 개인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3.2 - 클래스

Pro Division에는 STOCK과 CUSTOM 2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6.3.3 - PRO 부문에 대한 참가자 요구 사항

· 이 부문은 모든 비 산업 및 산업 계열 경쟁 업체 (베테랑 인스톨러, 매장 설치자)에게 개방됩니다. 

· 시스템은 참가자 또는 관련업종에 일하는 설치자가 설치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경연팀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제조업체가 후원하고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4 - PRO Division STOCK 클래스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STOCK 클래스 설치는 차량 내부의 무결성을 연속성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색상과 질감이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OEM 외관을 창의적으로 확장한 설치에 부여됩니다. STOCK 방식의 설치를 뒷받침하는

주된 동기는 OEM 방식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차량 내부는 OEM 모양을 유지하고 (용어 해설 참조) 모든 표준 좌석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스템의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용자 정의 패널, 콘솔 또는 Baffle은 차량 내부의

경계 내에서 허용됩니다. 내부에 OEM 모양이 유지되는 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패널 및 내부 차량 구

성 요소 (예: 대시보드, 시트, 시트 레일, 헤드 라이너, 바닥 카펫)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헤드유닛 (소스유닛)은 OEM 위치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 시스템 스피커 및 서브 우퍼는 OEM 차량 기능 또는 안전 기능의 올바른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차

량의 어느 위치 에나 배치 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타 애프터 마켓 장비 (예: 앰프, 커패시터, 프로세서 등)는 트렁크

또는 차량 내부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성 요소 나 장비가 차량 외부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롤업

및 다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대 전화 홀더, iPod 독 및 부착 케이블과 같은 애프터 마켓 품목은 차량 내부 경계 내에서 허용됩니

다. 

· 대시패드는 Stock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수건, 담요 등) 용으로 특별히 고

안되지 않은 임시 패드 또는 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제 (예: 완충제)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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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차량 기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기능은 손상되지

않고 개조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 용품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정기구는 차량 안전 장치, 심사관의 안전을 해치지 않거나 차량 안전 기능의 적절한 작

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 길이를 늘리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 Pro Division Stock Class에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유형 및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3.5 - PRO 부문 맞춤형 클래스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CUSTOM 클래스 설치는 설치 및 해당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강조 표시 한 것입니다. 강조, 색상 선

택, 혼합 및 창조적 인 통합 방법의 일관성은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치는 OEM 차량

의 방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CUSTOM 클래스의 설치에 대한 주요 동기 부여 요소는 차량에서

설치가 눈에 띄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앞 좌석 위치는 유지해야 합니다. 

· 사운드 시스템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내부 패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이 허용됩니다. 

· CUSTOM 클래스에는 모든 유형의 대시패드 (표준, 맞춤형)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수건, 담요 등) 용으로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임시패드 또는 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심사관의 안전 또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설치자가 선택한 모든 위치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수정할 수 있지만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롤업 및 다운하도록 설계된 창은 설치된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의 간섭 없이 해당 기능을 완

벽하게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에 사용되는 방음재(예 : 완충제)는 보이지 않거나 차량 패널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

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기능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기구는 길이를 증가 시키도록 변형 될 수 있다. 심사관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거

나 차량의 건전한 시스템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한 어떠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 용품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Pro Division Custom Class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4 - 전문 분야

6.4.1 - 의도

· 전문가 부문의 의도는 다른 부서의 기준을 크게 벗어난 광범위한 수정 사항을 가진 차량을 갖춘 가장

숙련된 설치자 / 제작자를 위한 경연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수정 작업은 특히 차량에 이상

적인 청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시스템은 2 명의 심사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6.4.2 - 전문가 부문을 위한 경쟁사 요구 사항

·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 이 클래스의 최소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6.4.3 - 전문가 클래스의 차량 / 시스템 요구 사항

· 좌석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좌석 또는 좌석 위치의 변경은 심사관의 안전 또는 차량의 건전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 차량 인테리어 (패널, 대시보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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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부문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대중이 도로에서 주행 할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설계 및

제작 한 자동차, 트럭, 밴, SUV, COV와 같은 동력 차량이어야 합니다. 트레일러, 가정용 카트, 골프 카트, 

오토바이 등의 차량은 경쟁 할 자격이 없습니다. 

· OEM 차량 기능 (예: 창문, 도어록, 선 루프, 도어 핸들 등)은 심사관의 안전 또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

템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수정되거나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소매점에서 구입한 표준 이동식 대시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STOM 대시패드 또는 영구 부착

애프터 마켓 대시패드가 허용됩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 (수건, 담요 등)용으로 특별히 고안되지 않은 임시

패드 또는 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에어백, 비상 브레이크,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의 모든 OEM 차량 안전 기능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및 JACK과 같은 편의용품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기구는 길이를

증가 시키도록 변형 될 수 있다. 심사관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차량의 건전한 시스템을 평가할 능

력이 없는 한 어떠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 애프터 마켓 오디오 구성 요소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평가하는 심사관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차량의 어느 위치에나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EXPERT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장비의 유형과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7 - 심사 절차

7.1 - 평가 전

1. 심사관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참가자에게 소개 할 것입니다.

2. 심사관은 참가자에게 심사 설치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 할 것입니다. 대답이 예인 경우, 심사관은 참가

자에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심사관은 참가자가 차량을 심사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시스

템과 차량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3. 평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심사관은 두 번 이상 차량에 돌아와서 참가자에게 질문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지각 또는 심사 지연으로 전체 점수에서 10 점을 차감하여 참가자에게 벌칙을 부과 할 권한이

있습니다

7.2 - 평가 중

1. 평가 과정에서 심사관은 방해 받지 않고 참가자의 발표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심사관은 참가

자가 심사관의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한, 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질문 / 의견을 보류합니다. 

2. 상황에 따라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모든 참가자를 위한 차량과 시스템은 엔진을 끄고 평가됩니다. 

3. 심사관은 참가자의 사진일지와 차량 자체와 함께 제시한 목록을 사용하여 평가를 완료합니다. 이것은

평가 중에 검사를 하기 위해 차량 주위를 돌아 다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차량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심사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가 요청하는 차량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접

근을 허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심사관은 프레젠테이션, 안전, 무결성, 통합, 장인 정신 및 창의적 요소로 시작하여 점수 시트 순서로

차량을 평가합니다. 

5. 심사관이 평가를 완료하면 차량을 종료하고 참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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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회원 (8 Points Available)

8.1 - IASCA LOGO ON DISPLAY 

0점 또는 3점 차량 외부에 IASCA 공식 로고 (이 섹션의 끝 부분에 있는 로고 참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너스 3점이 부여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차량의 외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모든 문, 후드 (보닛) 및

트렁크 (부팅)가 닫힌 상태에서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로고는 자격을 얻기 위해 영구적으로 부착 할 필

요가 없습니다.

8.2 - IASCA 멤버십

0점 또는 5점 IASCA 회원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카드로 5점을 부여합니다. 참가자는 발표하는 동안

IQC 심사관에게 현재의 IASCA 회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심사관의 책임이 아닙

니다. IASCA 대회 참가자는 행사 당일 구입할 수 있지만, 평가차선에 입장하기 전에 구입해야 합니다. 새

로운 IASCA 회원 자격 증명 (지불 영수증과 같은)은 적절하게 승인되어야 하며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합

니다.

참고: 헤드 심사관 또는 발기인은 본사에서 발송된 IASCA 회원 키트가 아직 경쟁 업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행사 당일에 신규 회원에게 이 점수를 수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IASCA로부터 주문 확인

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선수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참가자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회원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9 - 발표 (55 Points available)

프리젠테이션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모든 경쟁사는 사운드 시스템 및 설치를 구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심사 위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날씨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비, 눈, 모래 폭풍 또는 현장 조건 등으로 인한 먼지), 이러한 조건은 심사

관이 경연 중에 고려합니다.

· 시스템 설치자 / 기술자는 각 부문 / 클래스에 지정된 시간 내에 차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든 설치자 / 기술자가 차량을 제시 할 수 없는 경우 1점 만 점수 시트에 평가됩니다. 참고: 설치자 / 기술

자가 차량을 제시하지 못하는 참작할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IASCA 사무국에 서면 승인을 받아 다른 사

람에게 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ASCA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 프리젠테이션에는 사진 기록, 비디오 테이프, 설계도 또는 기타 문서 형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

한되지는 않습니다. 참가자는 시스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차량에 통합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심사관에게 프리젠테이션 중 어떤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 3D 안경, 고

글, 헬멧, 훌라 치마 등) 

· 참가자는 차량 평가가 완료 될 때까지 심사 영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시스템 요소를 명확히 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들은 평가 중 어떠한 사건에서 어떤 공식 심사관과도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는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하는 동안 심사관에게 차량의 모든 영

역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디오 장비가 없는 화물적재공간 포함) 참가자가 일부 또는 모든 구획을 표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프레젠테이션 점수에서 구획 당 2점을 공제 할 권한이 있습니다. 

· 발표가 끝나면 참가자는 득점이 평가되는 동안 지정된 대기실로 향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프리젠테이

션 화면에서 창의 요소 및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 및 설명을 평가합니다. 높은 수준의 품

질,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 또는 많은 양의 준비가 필요한 설치 또는 표현 요소는 각 요소 실행의 어려움

을 판단하는 데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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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별 프리젠테이션 시간

아마추어 5분

STREET 7분

PRO 10분

EXPERT 15분

9.1 - 시스템 프리젠테이션 (1 - 10포인트)

시스템 인스톨러 / 기술자는 차량 및 시스템을 설명하고 숨겨진 부품, 설치 기술, 특수 노력과 같이 차량

용 모바일 전자 장치 설치의 특수 요소를 지적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스템 창의 요소, 시

스템 작동, 예방 조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 시간 동안 발표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배정 된 시간 내에 프리젠테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발표자의 책임입니다. 심사관은 발표가 시작되고 시간

이 만료되면 참가자에게 정중하게 알릴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 할당 된 시간을 초과하면 심사관은 할

당된 시간을 기준으로 분당 최대 1포인트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9.2 - 시스템 지식 (1 - 10포인트)

이 채점 섹션에서 심사관은 참가자가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점수는 발표 도중 시스템에 대한 참가자의 지식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 과정 중에 발표가 끝난 후 설치

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9.3 - 사진 일지 (1 - 10포인트)

포인트는 시스템 설치 및 점수 시트의 심사 섹션에 대한 사진의 세부 수준뿐만 아니라 간편한 사진 일지

의 구성에 따라 부여됩니다 심사관이 득점 할 때 참조. 점수 시트의 채점 섹션을 따르는 방식으로 사진

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9.4 - 전체 테마 (1 - 10포인트)

채점은 설치자가 차량, 시스템, 설치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통 테마 /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잘 만들었

는지에 기반합니다. 테마는 전체 테마 (또는 개념)가 유지되는 한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마

가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 등) 이상으로 확장되면 최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5 - 세부 사항 / 청결에 대한주의 사항 (1 - 10포인트)

차량, 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영역은 경기 도중 청결함을 항상 보여야 합니다. 전체 차량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세심함뿐만 아니라 청결도를 평가합니다. 차량 및 내부 트림 패널의 손상을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모든 차량 구획과 표시 영역에 먼지, 쓰레기, 지문, 먼지, 손상 등을 점검합니다.

참고: 심사관은 평가 대상 차량의 유형도 고려합니다. "일상 운전자"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일반적으로 정

상적으로 마모되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일일 운전자"차량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동차를 보여 주며 "전문가"가 최고 수준의 평가 하에 개최됩니다. 심사관은 차량의 평균 상태에 대해

참가자에게 벌칙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량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은 손상의 나이에 따라 점수에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6 - 보안 시스템 (0 ~ 5 포인트)

포인트는 보안 시스템의 유형, 기능 및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과 기능에 따라 부여됩니다. 차량에 보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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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없으면 이 섹션에서 포인트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0 점 - 시스템이 전혀 없거나 기능이 없는 시스템 또는

1 포인트 - OEM 또는 애프터 마켓 도어 보안 시스템 또는

2 포인트 - 애프터 마켓 또는 OEM 알람 / 보안 시스템

0 - 3 추가 보너스 포인트 - 추가 요금 보안 시스템에 연결된 기능. 기능당 1 점이 부여됩니다. 

참고: 보안 시스템의 기능은 해당 기능의 "완료"로 간주됩니다 (예 : Windows를 올리고 내림).

추가 보너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국한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Windows 올림 / 내림 도어 개폐 제어

컨버터블 제어 도어락 제어

조명 제어 엔진 제어

트렁크 해제 제어 프로세서 제어

10 - 시스템 안전성 (40 Point available)

시스템 안전성은 9가지 평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득점 영역은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 설치의 상대

적 안전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됩니다.

10.1 - 배터리 통풍 및 안전 (0 또는 5포인트)

차량의 어느 곳에서나 설치된 모든 충전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는 통풍이 잘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트렁크 (부츠) 또는 승객 실에 설치된 모든 배터리는 차량의 외부로 통풍이 잘되는 밀폐

된 공간 (최소 내경 1/4 "튜브)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충전 시스템에서든 외부 배터리 충전기에서

든 재충전 조건에서 수소 가스의 잠재적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되었거나 케이블을

업그레이드 한 배터리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 "밀봉 된 유닛"으로 간주되는 배터리는 충전 조건에서 배터리가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참가자가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칙의 밀폐 된 챔버섹션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가

밀봉 된 장치이며 충전 조건에서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배터리의 사용 설명서에서 입증 할 수 있습

니다. 충전 된 지침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밀폐 된 단위 배터리 제조업체가 배터리로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용중인 충전 시스템의 전압을 확인하여 충전 시스템이 배터리 사양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이 적절한 충전에 대한 밀폐 된 단위 배터리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

절한 환기가 이루어진 밀폐 된 챔버에 배터리가 들어 있지 않으면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밀폐 된 챔버에 있는 모든 배터리에는 통풍구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10.2 - 운전 중 안전 (1 ~ 5포인트)

이 섹션에서 심사관은 도로에서 무리한 산만함 없이 시스템을 작동 할 수 있는지 (볼륨, 선로 선택, 전원

켜기 / 끄기) 평가합니다. 심사관의 견해로 운전 중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없는 경우 낮은 점

수가 부여됩니다. 위에서 언급 한 컨트롤의 위치와 방향 및 시스템의 상태 표시는 시스템이 운전 중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사관이 안전요소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앞 좌석의 하단 시트

쿠션 사이에 위치한 트랙 디스플레이는 불합리한 산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동 설치 요소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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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RULE 검증: 심사관은 운전자에게 문을 닫고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정상 주행 자세로 차량에 앉을 것을 요청합니다. 참가자는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을 조작

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시연은 참가자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의 일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0.3 - 전원 배선 크기 (0 또는 5포인트)

양극 및 음극 전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와이어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원 케이블 계산기 차트에 지

정된 최소 크기보다 큰 와이어에 대해서는 차감 또는 추가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선 크기가 요

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전원 케이블 계산기 차트 참조)

예: 4 게이지 선이 전면 배터리에서 트렁크의 1000W 앰프까지 연결됩니다. 배선은 얼마나 오래있을 수

있습니까? 1000W 앰프는 12V 소스에서 1800W를 소비합니다 (60 % 앰프 효율 등급 기준). 12V에서 1800 

W는 150A의 전류가 소비됩니다. 따라서 150A의 전류를 통과하는 4 게이지 와이어는 12 ft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류 계산 공식: Amp Wattage times 효율을 전압 / 전류로 나눈 값.

시스템에 필요한 와이어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1. 주 전원 와이어로 전원을 공급할 각 장비의 총 퓨즈 정격을 합산하고 필요한 총 전류를 계산합니다. 

2. 필요한 전선의 길이를 측정하십시오.

3. 아래 차트에서 가장 가까운 총 암페어 정격을 찾고 필요한 가장 가까운 와이어 길이까지 컬럼을 따라

가셔서 차트의 왼쪽에 있는 전선 게이지 컬럼과 상호 참조하십시오.

10.4 - 적절한 파워 와이어 (0~ 5점)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전자 장치는 적절한 값의 퓨즈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퓨즈 (각 전자 장

치와 일직선인 퓨즈)해야 합니다. 전자 장비의 섀시장착 퓨즈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참가자는

장비의 퓨즈에 대한 사진 (또는 물리적 접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퓨즈는 60초 이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5분 추가시간 내에 교체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이를 증명할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면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값의 퓨즈”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권장하는 퓨즈 등급은 장비의 첫번째 기준입

니다. 이러한 등급을 준수하려면 제조업체의 증거를 검증을 위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검사 할 수 있도록 앰프 내의 퓨즈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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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사 위원은 퓨즈 등급에서 20 % 초과 / 미만 허용치를 허용합니다. 권장 등급보다 20 % 이상 높

은 퓨즈 값으로 장비를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앰프 퓨즈와 주 전원 / 분배 연

결부 사이에 퓨즈가 IN라인이 있는 경우 두 퓨즈 중 더 낮은 값의 퓨즈가 기본 퓨즈로 간주됩니다.

모든 양극 배터리 포스트 (또는 터미널)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 전원 와이어는 배터리 포스트 (터미널)에

서 전선 길이의 18인치 이내에,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판금 또는 기타 전도성 물질을 처음 통과하기 전

에 퓨즈 되어야 합니다. 용어 "와이어 길이"는 퓨즈 홀더 및 배터리 단자 내부의 선을 포함하여 팁에서

팁까지의 완전한 와이어를 나타냅니다. 퓨즈가 없거나 퓨즈가 와이어 길이의 18 inch 또는 46 Cm를 초과

하거나 전선이 판금을 통과 한 후에는 점수가 0이됩니다.

참고: 서로의 와이어 길이가 18 inch 이내에 있는 배터리 뱅크는 하나의 배터리로 평가 될 수 있으며 그

사이의 와이어는 융합 될 필요가 없습니다. OEM 듀얼 배터리 시스템 (일반적으로 대형 디젤 엔진 차량에

서 볼 수 있음)은 종종 배터리간에 설치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 배터리 간의 케이블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경우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ire Gauge Fuse Size

00 AWG 400 A

0 AWG 325 A

1 AWG 250 A

2 AWG 200 A

4 AWG 125 A

6 AWG 80 A

8 AWG 50 A

10 AWG 30 A

12 AWG 20 A

14 AWG 15 A

16 AWG 7.5 A

10.5 - 모든 배선은 적절히 보호 (0 또는 5점)

비 도전성 그로멧은 금속 패널*이나 금속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모든 전선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

도성 보호 슬리브 (전선의 절연체는 보호 슬리브로 간주되지 않음)는 잠재적 위험 금속에 의해 또는 잠재

적으로 유출되는 전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모든 전원선, 신호선 (예: RCA 

케이블), 스피커 선, 보안 선 및 편리한 옵션 선. 그로멧과 슬리브는 설치 지역에 공통적인 요소를 보호해

야 합니다. 차량 외부에 장착 된 모든 설치 케이블은 도로 파편 (소금, 모래, 흙, 물, 암석 등)과 같은 외

부 요소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차량 섀시 아래에 설치(또는 매달려)해서는 안됩니다.

* "모든 금속 패널 통과"정의 - IASCA 용어로 "금속 패널 통과"는 전도성 패널의 가장자리가 수직이 아

닌 전선 재료 패널을 통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와이어 (전원 케이블)로 정의됩니다 와이어 또는 와이어 절

연체의 모서리에서 1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와이어 (전원 케이블)가 전도성 재료 패널을 통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통과 케이블의 바깥 쪽 가장자리 사이에 최소 1인치 (25mm의 거리

가 있어야 합니다.)를 도전성 재료 패널의 임의의 모서리까지 연장한다.

이 차트는 와이어 길이 15 피트를

기준으로 나열된 와이어 게이지의

권장 최대 퓨즈 크기를 보여줍니다.

출처 : www.bcae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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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재료 패널의 구명을 통과하여 규정 된 것 이상이고 "판금 패널을 통과하지 못하는"것으로 간주되

는 모든 와이어(케이블)는 최소 요구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비전도성 재료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와이어

(전원 케이블)와 전도성 재질 패널 사이의 거리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요.

예외: 도전성 소재 패널을 통해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주요 안전 표준 단체에서 승인한 상업적으로

제조된 패스 스루 (pass through connector)를 사용하는 참가자는 최소 "비전도성"물질 거리 규칙에서 면제

됩니다. 그러나 그로밋이나 패스 스루 커넥터이건 간에 자신의 배선 통과를 제조하는 참여업체는 반드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안전 표준 기관이 승인한 상업적으로 제조된 통과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

우 심사관에게 승인된 커넥터임을 입증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주요 안전 표준기구는 DOT, UL, CSA, CE 또는 BG와 같은 유럽 안전 표준, ASE, F1, NASCAR, NHRA 등

과 같은 자동차 그룹과 같은 그룹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모든 금속 (또는 전도성) 패널 통과"로

간주되지 않는 예입니다.

다음은 "모든 금속 (또는 전도성) 패널 통과"로

간주되는 예입니다.

10.6 - 모든 배선 올바른 결선 (1~5점)

단자 및 양극 및 음극 단자의 전선 연결은 잠재적 단락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전선

도체 (구리 등)는 절연되어야 하며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배선 마감 및 보호장치는 심사관이 확

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점수를 차감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올바르게 마감 됨"은 장비의 한 단자에 와이어가 얼마나 잘 삽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연결을 할 때 참가자가 사용하는 보호장치의 유형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비를 만들 때 제조업체에 대해

서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유형의 단자가 사용 되더라도 전도성 표면에 잠재적으로 닿을수 있거

나 접촉 할 수 있는 터미널 또는 연결부에서 돌출 된 (또는 보이는)혹은 노출 된 와이어 또는 금속의 느

슨한 가닥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락 회로 및 단자와 단자가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

니다.

다음 예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단자: 

· 코팅 또는 도금 된 단자

· 단자를 감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밀봉 된 외함 (배터리 통풍구 또는 가스가 외함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통기구"가 허용됨). 

· 와이어 마감을 덮는 비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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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그리스:

· 수분 침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열 수축성 재료

· 노출 된 와이어를 덮는 비전도성 방수 그리스 (케이블 위로 침투하는 부식을 막기 위해 방수 그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

10.7 – 시야에서 내부 배선은 숨기기 (0 또는 5점)

시야 혹은 장치의 일부가 아닌 승객 실 내의 모든 전선은 차량의 어떤 좌석에 똑바로 앉아 있거나 차량

바깥쪽에 똑바로 세우는 동안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8 – 전선 보호 (1 ~ 5 점)

모든 전선은 규칙적인 간격(최대 8인치 간격)으로 깔끔하게 묶여 있어야 하며, 설치 위치의 메커니즘을

방해하지 않도록 깔끔하고 정돈된 방식으로 배선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테이프 또는 접착제도 요소에

노출된 모든 영역에서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한 이용 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10.9 - 시스템 잡음 (1 – 5점)

이 시스템은 전원 켜기 / 끄기 노이즈와 알터네이터 노이즈를 테스트합니다.

Noise Turn-On / Off

켜기 / 끄기 시스템 전원이 켜지고 주 시스템 전원 켜기 / 끄기 스위치로 전원이 꺼지면 시스템의 스피커

를 통해 들리는 잡음이 터지거나 튀거나 잡음이 들립니다. 테스트는 제로 비트 트랙 (트랙 27)을 사용하

여 보통 수준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수행됩니다. 주 시스템 전원 스위치만 시스템을 켜거나 끌 때 사용됩

니다. 일부 신형 차량 / 시스템에는 완전한 "전원 켜기 / 끄기"스위치가 없으므로 점화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소음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차감을 적용하려면 정상적인 좌석 위치에서 잡음이 나야 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꺼진 경우, 심사관은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모든 장비가 실제로 켜져 있

는지 여부를 판단 할 권한을 가집니다. 시험에서 심사관은 장비의 전압을 확인하고 장비가 실제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멀티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모든 장비의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보여주는 참가자의 것입니다. 참가자가 장비의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없다

면, 심사관은 점수 시트에 점수를 기록하고 결론을 토대로 점수를 보냅니다

발전기 소음

이 테스트는 엔진이 작동하고 "하이 빔"설정에서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수행됩니다. Alternator Whine은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고음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볼륨 컨트롤이 위아래로 조정되므로 소리 크기는 다양하지만 엔진이 돌아 가면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참고: 트랙 # 25는이 테스트에서 노이즈 테스트에 사용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적당한 레벨에서

트랙을 시작하고 레코딩 레벨이 떨어지면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볼륨을 올립니다. 트랙이 사라지면 음량

을 최대 레벨로 올려야 합니다. 많은 엔진이 다양한 기계적 동작 (터보차저, 알터네이터 회전 등)에서 징

징 소리를 냅니다. 심사관은 소음이 시스템 자체 또는 차량의 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심사관은 소음의 가청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기준을 확립

하기 위해 머리를 스피커에 더 가깝게 옮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만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켜고 끄는 것은 전원이 차

단 된 시스템으로 교류기 우는 소리가 방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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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설치 무결성 (총 40점 가능)

설치 무결성 평가 척도

Perfect 10 point

Exceptional 8 – 9 point

Very good 6 – 7 point

Good 4 – 5 point

Marginal 2 – 3 point

Needs Improvement 1 point

이 섹션에서는 심사관이 시스템 설치의 무결성을 평가합니다. 심사관이 고려하는 설치 측면에는 적절한

냉각 및 환기, 시스템의 신뢰성, 서비스 접근 용이성 및 안전한 시스템 설계가 포함됩니다.

참고: 설치자가 수정하여 시스템에 통합한 사운드 시스템 설치에 사용 된 OEM 구성 요소는 소스 장치, 

앰프, 스피커,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OEM 구성 요소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11.1 - SOURCE / INTEGRATION UNIT (1 - 10점)

최대 점수는 평가 시 완벽히 고정방식으로 고정이 확실히 된 단위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심사관은 소스

장치 또는 OEM 통합 장치가 차량에 얼마나 잘 장착되어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심사관은 충분한 지지

가 되는 소스 / 통합 유닛 및 부속 패널의 적합성과 완성 여부를 점검 할 것입니다. 전체 계기 패널 조립

품과 주변 트림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소스 장치 마운팅 영역 주변의 모든 주요 패널의 느슨한 마

운팅 브래킷, 갭 또는 부적절한 끼워 맞춤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장치는 In-dash OEM 또는 애프터 마켓 CD / DVD / MP3 플레이어, 싱글 / 멀티 디스크 CD 체인저, 

온 보드 PC를 포함하여 이벤트에서 사용 가능한 공식 IASCA 참조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설치된 장

비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또는 비디오 게임 콘솔, iPod, MP3, ZUNE 또는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플레이어도 포함합니다.

설치에 사용되는 수정되지 않은 OEM 소스 유닛의 경우, OEM 통합 유닛은 소스 유닛 대신에 평가됩니다.

11.2 - 앰프  (1 ~ 10점)

앰프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 적절한 냉각 / 환기, 퓨즈 접근 용이성, 서비스 용이성 및 장착 위치

에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논리적인 위치를 보장하고 앰프 퓨즈 및 컨트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앰프 냉각 기능을 제공하는 앰프 마운팅 구조에 대한 점수가 주어집니다. 냉각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하게 차량에 고정되거나 퓨즈 나 제어 장치에 접근하기 어려워 지거나 안전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영역에 설치된 앰프는 점수가 차감 될 수 있습니다.

11.3 - 스피커 (1 ~ 10점)

스피커는 부품 수명, 시스템 신뢰성, 안전 및 적절한 음향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위치를 사용하여

장착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심사 위원이 모든 발표자의 설치 무결성을 평가합니다. 전체 스피커 시

스템은 각 장착 표면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착 표면은 도어 패널, 후면 데크, 스피커 인클로저

등일 수 있음) 강화된 표면 또는 잘 설치된 인클로저를 표시하고 올바른 장착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차량

의 안전하고 논리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설치에 적합한 스피커 보호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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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보호는 1 "(25mm) 직경의 물체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심사관이 어떤 시점에서 스피커 보호를

통해 해당 물체를 통과하고 스피커의 콘을 만질 수 있다면 적절하게 보호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심사관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모든 스피커를 기준으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일부 스피커에 접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스피커의 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체 점수는 접근 가능한 스피커의 설치 무결

성과 제시된 사진을 반영합니다.

11.4 - 기타 장치 (0 ~ 10점)

구성 요소 수명, 시스템 신뢰성, 퓨즈 접근 용이성 및 교체 또는 서비스 용이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보

안이 보장되는 장치로 최대 점수를 얻습니다. 이 섹션에서 심사관은 이전 카테고리에서 다루지 않은 오

디오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설치 무결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프리앰프, OEM 인터페이스 / 모듈, OEM 

통합 프로세서, 이퀄라이저, 전자 및 수동 크로스 오버, DSP 프로세서, 센터 채널 장치, 서라운드 사운드

프로세서, 노이즈 게이트, 베이스 재구성 프로세서, 라인 드라이버, OEM 통합 구성 요소 및 기타 장치 오

디오 신호는 스피커에 도달 할 때까지 시스템에 연결된 소스 장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의 차량에 여

러 장치 (위에 정의)가있는 경우, 심사관은 잘 설치 되어진 장치를 기준으로 점수를 지정합니다. 복수의

소스 유닛의 경우, Source Unit Judging 하에서 판단되지 않은 유닛은 Other Devices로 판단됩니다.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장비가 "기타 장치"로 간주 될 수 없는 경우 이 섹션의 점수는 0입

니다.

12 - 시스템 통합 (총 40점 가능)

시스템 통합평가 척도

Perfect 10 point

Exceptional 8 – 9 point

Very good 6 – 7 point

Good 4 – 5 point

Marginal 2 – 3 point

Needs Improvement 1 point

이 섹션에서 심사관은 전반적인 설치 테마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성 요소가 (물리적 및 외형적으로) 차량

에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설치의 용이성, 안전성, 서비스 용

이성 및 설치의 적합성과 완성도입니다.

참고: 설치자 수정하여 시스템을 통합한 사운드 시스템 설치에 사용 된 OEM 구성 요소는 소스유닛 / 통

합 장치, 증폭기, 스피커,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와 동일한 방

식으로 평가됩니다. . 수정되지 않은 OEM 구성 요소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채점 섹션은 시스템 구성

요소가 차량 및 전체 설치 테마에 고정 및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에 설치 시 설치가 얼마나 잘되었는지, 설치 방법이 적당한지에 초점을 둡니다.

시스템 구성요소의 득점기반:

· 소스 / OEM 통합 장치 1 ~ 10점

· 증폭기 / 1 ~ 10점

· 스피커 1 ~ 10점

· 기타 장치 0 ~ 10점 (다른 장치가 없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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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Craftmanship (총 50점 가능)

인스톨 능력을 심사에 따른 평가척도

Perfect 10 point

Exceptional 8 – 9 point

Very good 6 – 7 point

Good 4 – 5 point

Marginal 2 – 3 point

Needs Improvement 1 point

이 섹션에서는 심사관이 오디오 / 비디오 시스템의 신뢰성, 수명 및 내구성뿐만 아니라 설치의 전반적인

적합성 및 완성도에 기여하는 제작 요소 및 설치 요소를 평가합니다. 독특한 재료, 패스너 및 / 또는 설

치 기술의 사용과 함께 설비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난이도를 고려합니다.

참고: 설치자가 수정하여 시스템에 통합한 사운드 시스템 설치에 사용된 OEM 구성 요소는 출고 / 통합

장치, 증폭기, 스피커,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애프터 마켓 구성 요소와 동일한 방식

으로 평가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OEM 구성 요소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인스톨 능력부분 평가점수 요약

· 배선 1-10 점

· 출처 / 통합 장치 1-10 점

· 증폭기 / 1-10 점

· 스피커 1-10 점

· 기타 장치 0-10 점

14 – 창의적 요소 (Points Total available based on Division) 

창의적 요소에 따른 클래스 별 보너스 점수

Amateur 30

Street 60

Pro 90

Expert 120

창의적 요소 채점 섹션의 개념은 설치를 위해 참가자에게 보상하거나 설치 단계에서 독특한 요소를 구축

하여 다음 단계로 가져 가면서 시스템의 질(표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창의적 요소 점수는 사운드 시스템의 제작, 디자인 및 설치에서 다른 아이템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의 표준 시스템을 "이상 그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참가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

화를 위해 "표준 시스템"은 기본 인클로저에 소스 장치, 증폭기 / 스피커 및 서브우퍼로 구성된 사운드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의 성능, 안전성, 외형 또는 수리의 용이성에 기여하는 시스템의 설계, 구축 또는 설치

내의 항목 또는 기술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차량의 장비, 설치, 디자인 또는 시스템을 강조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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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항목이나 기술뿐 아니라 설치 품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과 "생각 밖의 생각

"에 대한 참가자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항목이나 기법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독특하

거나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혁신적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행해졌고 여전히 독창성, 어

려움, 통합 및 기술력(인스톨 능력)의 수준에 따라 점수를 얻는 항목이나 기술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요소의 포인트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모든 항목이나 기술은 설치자가 작성한 목록 형식(프리젠테이

션)으로 IQC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평가를 수행 할 때 설치 과정에서 창의적인 요소를

찾으며 목록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설치

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참가자의 최대한의 표현

입니다.

참가자가 심사관에게 목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심사관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한 항목만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전문 설치자 만큼 설치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심사관은 참가자가 목록 없이 많은

창의적 요소의 포인트를 채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록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창의 요소의 사진을 참가자의 프리젠테이션 또는 사진

일지의 별도 섹션에 포함시켜 필요할 경우 심사관이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또는 기술은 아래 나열된 요인에 따라 항목 당 6점 기준으로 채점됩니다. 포인트는 두 영역에서

계산됩니다.

· 독창성, 독특함, 창의력 또는 혁신 수준 (0 ~ 3점)

· 요소의 난이도 및 설치의 기술 (0 ~ 3점)

창의적인 요소 점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스피커에 대해 CE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만 각 스피커에는 점수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제는 다른 구성 요소, 시스템 설계, 설치자

기술 및 재료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창조적 요소 득점의 예:

참가자 A는 나무로 서브우퍼 인클로저를 만들고 인클로저의 한 면에는 서브우퍼를 표시하고 설치 테마

로 융화되게 하는 창이 있는 투명 Plexiglas 패널이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트렁크에서 서브우

퍼를 볼 수 있으며 서브우퍼를 포함한 트렁크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참가자 B는 A와 유사한 인클로저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지만 Plexiglas에서 완벽한 인클로저를 만든 다

음 조명이 있는 Plexi를 추가하여 서브우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 B는 효과를 위해 크롬 도

금 된 서브우퍼 망을 사용했습니다.

두 서브우퍼 인클로저는 동일한 성능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동일한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설

치되었지만 참가자 B의 서브우퍼 인클로저를 제작하면서 뛰어난 외형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참가자 B의

인클로저는 또한 만들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독창성과 디자인이 필요했으며 인클로저를 조립하는 것이

성취하고 실행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 예에서 이 두 인클로저를 판단 할 때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수여 할 수 있습니다.



71

참가자 A 

· 독창성, 독특함, 혁신 또는 창의성의 수준 - 1점

· 작업의 난이도 및 제작의 어려움 - 1점

참가자 B

· 독창성, 독특함, 혁신 또는 창의성의 수준 - 2점

· 작업의 난이도 및 제작의 어려움 - 3점

두 인클로저는 모두 합당하지만 참가자 B 인클로저의 작업의 난이도, 디자인, 독창성 및 외형 수준이 더

우수하여 추가로 부여 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잠재적으로 창의요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개념의 한 예시 일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참조

틀로서 열거되며, 정확한 지점이 유사한 상황에서 수여 될 것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15 - 용어 해설

산업 - IASCA의 정의에 의한 "산업"이라는 용어는 카 오디오 경연 (심사관, 트레이너, 이벤트 프로모터) 

및 잡지 (온라인 및 인쇄물)와 같이 모바일 전자 산업 및 자동차 전자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산

업의 모든 면을 나타냅니다. .

산업 회원 (Industry Member) - 정의: 관련 업계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개인, 즉 회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급여 또는 지원 형태로 업계 내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 산업 회원에는 제조업체, 

유통 업체, 소매 업체 및 전문 설치업체가 포함됩니다.

OEM –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자동차 및 모바일 전자 산업을 모두 지칭하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 이 텍스트를 통해 OEM이 언급 될 때 원래 조립되었을 때 자동차 또는 구성품이

공장에서 제공된 원래 장비를 나타냅니다.

OEM 외형 - 이 용어는 차량 제조업체가 원래 설계 한 것과 비슷한 모양을 유지하는 차량을 나타냅니다. 

차량의 패널이 수정된 경우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패널을 다시 마무리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

한 재료를 사용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을 원래의 모양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개조된 패널

의 모양은 원래 인테리어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인테리어 디자인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도록 설

계 되어야 합니다. 예- 필러는 공장에서 OEM 트위터가 장착되지 않은 패널을 트림하지만 애프터 마켓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디자인은 차량의 A필러 프레임에 부착 된 플라스틱 A필러 트림 조

각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트림조각은 플라스틱 스프레이와 같은 유사한 재질의

원래 트림조각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원래의 트림조각과 비슷한 색상과 질감의 천이나 비닐 소재를 장착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개변수(Parameter) - 무언가가 행해지거나 그러한 사실이나 지침 내에서 수행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

는 사실 또는 일련의 지침.

영구적으로 부착 – 영구성을 목적으로 차량에 추가 된 품목. 물품이 부착 된 방식으로 부착된 패널은 패

널을 분리 할 때 패널이 손상 될 수 있는 경우 영구히 부착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거 시 잠재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착 방식의 예로는 양면 테이프, 벨크로, 나사, 접착제, 솔더, 너트 / 볼트, 나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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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Pillars) - 차량의 지붕을 지탱하는 금속 포스트. 앞 유리에 있는 앞 기둥은 일반적으로 "A"기둥으로

불리며, 지붕 중간의 가운데 기둥은 "B"기둥으로, 뒤쪽 기둥은 뒤쪽 기둥으로 "C" "기둥.

사실감 / 존재감 (Realism / Realistic) - 음악의 실제 성능과 정확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사운드 시스템에서

음악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Ambience라고도합니다.

재생(Reproductions) - 소스 자료를 사용하여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

공명 (Resonance) - 공명 진동에 의해 생성되는 강렬하고 장기간의 소리로서 보통 차량의 패널을 진동시

키는 사운드 시스템에 의한 음악 재생에 의해 발생합니다. 공명 (Resonance)은 진동을 계속하는 패널의

효과로, 해당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악이 시스템을 통해 재생을 멈춘 후에 주파수를 재생합니다.

안전하게 장착 - 안전하게 장착 된 장비를 지칭하는 SQC 규칙의 목적상, 차량 내에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항목을 말하며, 차량 및 시스템을 평가하는 동안 잠재적으로 심사관에게 안전 위험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항목의 예로는 리모컨, 베이스 노브, 프로세서, 앰프,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베이스 손잡이 나

리모컨과 같은 작은 항목은 벨크로가 장착 될 수 있으며 벨크로 사용된 패널에 제대로 부착되어 떨어지

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세서, 앰프 및 스피커와 같은 더 큰 항목은 나사 사용과 같이 보다 안전하게 장착

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에 앉은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장비에서 우발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참고: IASCA와 그 대리인 (심사관, 관련자 등)은 안전하게

장착 및 보호되지 않은 차량의 장비나 배선에 대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장비와 배선이 안

전하게 설치되고 보호되도록 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며 IASCA는 부적절하게 고정된 품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공간감(Sense of Space) - 청취자에게 음악이 원래 녹음 된 영역에 있다는 "느낌"을 제공 할 수 있는 사운

드 시스템의 기능.

치찰음(Hiss) - 문자 "S"와 같이 특정 자음이 발성 될 때 생성되는 쇳 소리입니다. 공기가 빠져 나가는 타

이어의 소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Spectrum) - 일반적으로 "사운드 스펙트럼 (Sound Spectrum)"이라고 하는 인간의 귀가 평균적으

로 느낄 수 있는 최저 저음에서 최고 고음까지의 전체 오디오 주파수 범위입니다.

스톡 (Stock) - 차량을 참조 할 때,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량의 원본 (또는 OEM) 디자인과 모양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 된 용어.

Vehicle (차량) - 모든 모터 구동 자동차, 트럭, 밴, SUV, 크로스 오버 및 미니밴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로 사용됩니다. IASCA의 정의에 따라 "차량"자격을 얻으려면 평가중인 사운드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 변속기, 전기 시스템, 전방 및 후방 차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주행 차축이어야 함) ), 스티어링 휠 및 시트가 움직이는 동안 장치를 제어 할 수 있는 좌석. '

견인 차량'이 부착 된 트레일러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위의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하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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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CA의 IdBL은 카 사운드 시스템에서 생성된 최고 음압레벨(SPL)을 측정하는 경연입니다.

IASCA의 SPL형식은 음향적으로 정확한 음악 및 사운드 재생의 음질과는 무관하며, 과학적인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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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칙 - SPL 형식 (분류)

IASCA SPL 형식 및 해당 분류와 클래스가 초보자부터 많은 경험을 가진 참가자까지 모든 참가자에게

경연 공간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IASCA는 SPL 참가자를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차량 유형

서브 우퍼의 박스 크기

차량 개조범위

차량의 시스템금액

일단 기준에 의해 분류되면 참가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경연하여 가능한 가장

높은 SPL 점수를 얻습니다. 클래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승자입니다.

"왜 서브 우퍼 박스 크기로 참가자를 분류합니까?"

오늘날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모양 및 크기의 서브 우퍼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사용하

면 참가자는 거의 유사한 박스크기를 장착한 다른 참가자와 경연 할 수 있습니다. 종종 2개의 15인치 서

브 우퍼가 장착된 차량과 2개의 12인치 서브 우퍼를 장착한 참가자의 경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

연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서브 우퍼 박스크기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2개의 12인치 서브 우퍼가 있는 참

가자가 2개의 12인치 서브 우퍼 / 3개의 10인치 서브 우퍼 / 1개의 15인치 서브 우퍼를 장착한 다른 참가

자와 경연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15인치 서브 우퍼를 장착한 참가자와의 경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차량 유형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차량 유형은 크기 또는 디자인으로 인해 더 높은 SPL 레벨을 달성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미니 밴, SUV 또는 해치백은 훨씬 큰 서브 우퍼 인클로저를 만들 수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앰

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단 또는 픽업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습니

다. 신규 참가자는 기존 참가자보다 이러한 차량 유형에 대해 경험이 없을 수 있으므로 경연 부문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분류와 클래스는 신규 참가자에게 동등한 우위를 제공하여 경쟁

력을 갖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왜 차량 개조 범위로 분류합니까?"

차량에 대한 특정 개조 사항이 SPL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클래스는 해당 목

적을 위한 차량 개조 레벨을 기반으로 합니다.

"차량의 장비 금액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참가자는 배터리 또는 앰프의 양을 늘리면 경연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신규 참가자들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몇몇 경연 부문은 장비 금

액의 제한이 있어 모든 참가자 유형에 맞는 수준의 경연 형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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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칙 - SPL 형식 (자주 하는 질문)

"시스템에 있는 서브 우퍼 원뿔 영역의 양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콘 영역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서브 우퍼의 모양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둥근 서브 우퍼의 경우, 

원추 면적 계산 공식은 반지름*반지름*Pi (3.141593)입니다. 사각형 서브 우퍼의 경우 두 개의 연결면에

서브 당 총 평방 인치를 곱하면 됩니다.

둥근 서브 우퍼 예 : 10인치 원형 서브 우퍼를 보십시오. 모든 서브 우퍼의 반경은 직경의 반이므로 10인

치 서브 우퍼의 반경은 5인치가 됩니다. 반경 제곱은 5*5 인 25입니다. 25*Pi (3.141593)는 78.5와 같습니

다. 10인치 서브 우퍼의 총 원추 면적은 78.5 평방 인치입니다.

서브 우퍼의 각 크기에 대한 평방 인치의 양을 알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서브 우퍼의 총 원추 면

적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 서브 우퍼를 측정합니까?"

서브 우퍼 원뿔 면적의 제곱 인치를 계산하려면 박스 가장자리에서 우퍼의 정확한 반대면에 있는 동일한

지점까지 서브 우퍼를 측정하십시오. (아래 그림 1A 참조). 

참고: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우퍼 박스의 직경 (박스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을 측정하여 우퍼 크기를 결

정하고 아래 표를 사용하여 총 원뿔 면적을 결정합니다. 우퍼 크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증명은

참가자가 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적절한 측정을 위해 우퍼를 장착 위치에서 제거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우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이즈 결정은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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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L 대회는 4 개 부문의 10 개래스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2 부문은 차량 유형을 기반으로 하며 각각 3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레벨의 개조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부문은

더 많은 양의 장비와 시스템 개조를 한 차량의 참가자를 위한 것입니다. Ultimate 부문은 차량보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많은 SPL 경연의 모든 것입니다. 이 차트는 부문별 제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부문 및 클래스에 대한 개요를 나타냅니다. 이 차트는 가이드로만 사용하십시오. 각

클래스의 세부 사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클래스 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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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칙 – SPL 형식 (IDBL)

1. 이 규정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규칙, 클래스 또는 항목에 대한 규칙, 개조 사항은 예외없이 IASCA 

대회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IASCA는 모든 배선을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위 IdBL 클래스에서는 결선이 필

요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결선되지 않은 참가자는 차량 내부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3. SPL 테스트 중 차량 내부에서 사운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모든 부문 또는 클래스의 참가자는 승인

된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IASCA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차량 외부에서 SPL 대회 시스템을

운영 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량 시스템이 150dB를 초과 할 수 있는 경우, 참가자는 차량 외부에서 사운

드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참가자에게 0점 또는 경고 없이 실격 처

리됩니다. IASCA는 어떤 참가자도 청각 보호 유무와 상관없이 150db 이상을 등록 할 수 있는 차량에 탑

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IASCA는 차량 내부에서 사운드 시스템을 작동하기를 선택한 참가자에게는 청력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1명 (참가자 또는 부조종사)은 심사 도중 차량 안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

서 사운드 시스템을 작동하는 참가자는 표준 운전석의 좌석 위치에서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참가자

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착석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착석 위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IdBL 최상의 주파수는 100Hz로 설정됩니다. 

7.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은 차량의 충전 시스템과 배터리로만 작동해야 합니다. 테스트 중에 외부 전원

공급 장치, 트레일러 또는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8. 부문당 특정 전원 입력 전압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전압 제한에 대해서는 개별부문의 규칙을 참조하

십시오. 테스트 중에 IASCA 공인 심사관은 전압계를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하여 이 규칙을 준수하

도록 합니다. 심사관이 전압계를 안전하고 시기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전력 연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심사관이 심사 중에 전압계를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하

지 못하면 점수가 0점이되거나 심사에서 실격 될 수 있습니다. 

9. 차량의 모든 배터리는 차량의 충전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충전 시스템이나 시스템 장비

에 연결되지 않은 배터리는 참가자가 차량 /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카운트되지 않으며 심사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테스트에 사용 된 프로그램 자료는 시판용 CD 소프트웨어 (예: 구입한 CD 판매) 또는 MP3 플레이

어, iPod, 태블릿, 플래시 드라이브 등이어야 합니다. CD-R 및 CD-RW는 경쟁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다른 재생 형식은 행사 수석 심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용 CD는 SPE 및 DPE 행사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TKE 및 IdBL 세계 기록 행사의 경우 공식 IASCA IdBL "Max dB3"CD 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CD입니다. IASCA는 CD를 심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요 매체 형식으로 간주합니다. MP3 

또는 iPod도 심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균열이 있거나 균열 부분이 보호 장치 (예: 덕트 테이프)로 덮여있는 경우, 부서진 유리가 장착 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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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IdBL 심사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12. 압축 공기, 폭발성 장치 또는 가스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차량은 수동으로 직접 이동하여야 하며 트레일러로 이동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밀거나 견인 할 수 없

습니다. 

14. 심사 구역에서 최대 허용 엔진 rpm은 2,000 rpm입니다. 참가자는 가능하다면 엔진 rpm을 2,000 이하

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사 중 의도하지 않은 짧은 파열로 그 범위를 초과한다고 해도 참가자는 패널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비고: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짧은 연속 파열 또는 계속 긴 파열로 RPM 범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심사

관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면 참가자는 달성 한 점수에 상관없이 심사에 대해 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심사 중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는 차량

타이어 주위의 휠 초크를 사용하여 차량 주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심사 중에 차량

시동을 끄십시오. 

16. 운전자 및 조수석 도어는 도어와 문짝 (도어 프레임) 사이에 유연한 가스켓 씰이 있어야 측정 장치

케이블을 안전하게 경로를 지정하여 절단되거나 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석 심사관

의 재량에 따라 다른 보호 장치가 허용됩니다. 모든 경우에 IASCA 심사관이 제공하는 측정 장치 케이블

은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 된 연결 장치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17. 참가자는 심사 중 차량 내부의 시야를 가로막는 어떠한 패널, 덮개 또는 천도 없어야 합니다. 심사관

이 측정 장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시각을 방해하지 않는 한, OEM 창 고정장치는 허용 됩니다.

18. 센서 또는 센서 지그의 올바른 위치 설정이나 배치 할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 차량의 모든 OEM 패널과 구성 요소는 클래스 규칙 (예: 리어 데크 트림 패널, 도어 패널, 헤드 라이

너, 대시 보드, 시트, 안전 벨트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에서 장착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OEM 씰 및 개스킷은 모든 기능성 패널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어, 트렁크, 해치, 유리 등 예외: 해

치백 카고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널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 제조업체의 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행사 관계자가 결정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20. OEM 부품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구형 차량의 경우 애프터 마켓 부품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참가자는 IASCA 관계자에게 그 사용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해야 합

니다. IASCA 관계자는 해당 목적물이 SPL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

당 내용물을 검사 할 것입니다.

21.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장벽이나 칸막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차량 대시 보드

(Ultimate Division) 및 / 또는 콘솔 (All other Divisions) 상단에서 분리하도록 설계된 개조는 허용되지 않습

니다. 

22. 음원를 재생하는 장비는 표준 소매 채널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앰프, 

스피커 / 서브 우퍼, CD 헤드 유닛, 프로세서, 배터리, 커패시터 및 배선이 포함됩니다. 장비가 의심스러

운 경우 수석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비에 대한 개조는 특정 부문에서 허용됩

니다. 허용되는 것을 설정하기 위한 각 부문의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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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브 우퍼 벽 (1) - 높이가 25인치를 초과하는 모든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인클로저에 연결된 모든 장

비를 포함하여 차량의 서브 우퍼 "벽"으로 간주됩니다. 인클로저 높이의 결정은 인클로저가 위치한 지역

의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있는 모든 장비를 포함하여 바닥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측정하여 합니다. 여기

에는 인클로저와 인클로저에 연결된 모든 구성 요소 (증폭기, 서브 우퍼 바구니 / 서라운드, 배전 블록 등)

를 지탱하는 "받침대"또는 "다리"가 포함됩니다. 인클로저의 어떤 부분이 OEM 화물칸의 바닥보다 낮은

경우(예: 스페어 타이어 구역) 높이 측정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측정합니다. 예외: 25인치 높이 규칙

(“0.25 ~ 0.5"이내)을 약간 초과하는 인클로저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높이 증가는 SPL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4. 서브 우퍼 벽 (2개) - 픽업 트럭은 차량의 내부 공간 (트럭 침대가 아님)에 인클로저가 있는 경우 모

든 장비를 포함하여 인클로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한 "벽이 없는"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후방 창의 가장

낮은 지점보다 높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25"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클로저의 높이가 25 

인치 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후면 벽이나 후면 창을 통해 "절단 된 부분"이 있는 픽업 트럭은 벽으로 간

주됩니다.

25. 모든 트럭은 침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은 장비 및 인클로저가 차량의 뒷좌석에 장착

되도록 허용된 유일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참가자에 대한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일반 캐비닛 (소형 및 대형) -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캡의 후면 벽에 장착해야 하며 후면 창 가장 낮은

지점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인클로저는 앞좌석의 전체 작동을 방해 할 수 없으며 좌석 이동은 손상되

지 않아야 합니다. 

장축 및 CAB TRUCKS (컴팩트 및 풀 사이즈) -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차량의 뒤쪽 "좌석"또는 후방 승객

영역에 장착 할 수 있으며 인클로저는 캡의 뒤쪽 벽에 장착해야 합니다. 인클로저는 앞좌석의 전체 작동

을 방해 할 수 없으며 좌석 이동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 트럭 - Chevrolet Avalanche, El Camino, Honda Ridgeline 등과 같은 특수 트럭은 이 규칙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클로저가 차량의 캡과 베드 사이의 개구부를 완전히 막고 봉인하는 경우에는 컷 스루로 간

주됩니다.

26. 픽업 트럭 - 서브 우퍼 / 인클로저 이외의 장비 - 참가자는 앰프, 배터리 등과 같은 다른 장비를 트럭

의 화물 지역 (침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덮을 필요는 없지만 요소로부터 보호 할 것을

권장합니다. 

27. SUV 및 미니 밴 - 화물 지역은 차량 좌석의 두 번째 열 바로 뒤에 있는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차량

에 세 번째 열 (또는 그 이상)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인클로저가 두 번째 시트 열 뒤에 남아있는 한

인클로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 (또는 그 이상)의 좌석은 심사을 위해 차량에서

제거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줄 좌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4-5 

대의 승용차를 에뮬레이션 함).

28. 모든 부문 및 클래스의 참가자는 차량 외부의 부품을 덮거나 묶어 특정 부품을 사용하여 이러한 부

품을 덜거덕거리지 않게 (예: 지붕 랙, 번호판, 후방 스포일러 등) 할 수 있습니다. 덜걱 거리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담요, 번지 끈, 로프는 이와 유사한 품목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아

이템은 시멘트 블록, 물병, 배터리, 나무 상자 등과 같이 잠재적으로 SPL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도한 무

게의 아이템입니다. 

29. 모든 부문과 클래스 (IdBL Ultimate Division 제외)의 참가자는 SPL을 높이기 위해 기내 볼륨을 줄이기

위한 항목을 차량 내부에 추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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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차량 내부의 모든 품목 (모든 등급에서 예외는 아님)은 차량 내부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경

연 중에도 차량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멘트 블록, 나무 상자, 물 주전자 등과 같은 위의 규칙

에 나열된 것과 유사한 항목은 심사하기 전에 또는 심사 중에 차량에 배치 할 수 없습니다. 이 품목들이

시스템 설치에 내장되어 단단히 장착 된 경우, 이들은 심사관의 검사를 거친 후에 수락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1. 차량의 모든 패널 (후드, 도어, 트렁크 / 해치, 선 루프, 창문, 토노 커버, 트럭 캡, 토퍼 등)은 SPL 심

사 중에(30초) 닫아야 합니다. SPL 심사 중에는 심사가 완료 될 때까지 모든 패널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심사에 대한 점수가 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차량 외부에서 시스템을

작동 할 수 있도록 소스 장치가 패널 안이나 뒤에 장착 된 특정 차량은 개방형 패널이 내부로 공기가 흐

르지 않거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심사 중 차량 참가자는 심사하기 전에 수석 심사관

에게 정보을 제공해야 하며 내부 구획이 봉인 된 채로 있음을 심사 위원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32. 수석 심사관은 규칙 준수를 위해 참가자가 차량 및 시스템을 해체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0점이 되거나 순위가 상실되거나 실격 될 수 있습니다.

33. 테스트를 위해 앞 좌석을 제거 할 수 있는 클래스에서는 운전석이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심사 구역

으로 이동할 때 차량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심사에서 좌석은 제거 될지도 모릅니다.

34. 차량의 모든 OEM 창은 OEM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작동을 방해 할 수 있는 요

소가 없어야 합니다. OEM 유리는 등급에 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투명 대체 소재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35. 캐패시터 및 "수퍼 캡"- 캐패시터 - 표준 캐패시터 및 "수퍼 캡"은 모두 패러드(farad) 카운트로 등

급이 정해지며, 클래스의 최대 허용 패러드 등급에 따라 계산됩니다. 참고 - "Super Caps"또는 슈퍼 캐패시

터를 사용할 때 일반 캐패시터(파래드 등급)와 다르지 않지만 6개의 수퍼 캡으로 된 "저장소"는 1회로 간

주됩니다. 배터리 또한 클래스에 대한 배터리 제한 규칙에 해당됩니다. 시스템에 연결된 6개의 수퍼 캡으

로 된 하나 이상의 "저장소"가있는 경우 슈퍼 캡의 각 "저장소"는 다른 배터리로 간주됩니다.

36. 소프트웨어 - 참가자는 승인 된 상용 매체에서만 음악을 재생해야 합니다. IASCA는 CD를 심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요 매체 형식으로 간주합니다. 대체 소프트웨어(예: MP3)도 심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참고 - 테스트 톤, 베이스 폭탄, 신스윕 또는 테스트 톤, 베이스 폭탄 또는 신스윕이 포함 된 음악 또

는 백그라운드에서 일정한 베이스 톤이 있는 음악은 # 1클래스 경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37. CD 소스 (헤드) 유닛, iPod, 태블릿, MP3 및 준 플레이어, DAT, 미니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

38. 앰프 - 하나의 앰프는 모든 앰프 구성 요소가 하나의 방열판 안에 들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

러 앰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앰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9. 제조업체가 설계 한 차량의 모든 OEM 창은 제조업체가 의도 한대로 제대로 기능 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작동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OEM 유리는 투명 대체 물질로 대체 할 수 없습

니다. 예외 - B필러 뒤는 Ultimate Division 차량의 Advanced 차량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40. OEM 공장의 "접이식" 뒷좌석 장착 차량은 심사 중에 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트는 완전한 기능

을 유지해야 하며 그 작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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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스피커 와이어, 전원 와이어, RCA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전선은 측정, 클램핑 및

검증 목적으로 심사관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2. 애프터 마켓 또는 맞춤형 센터 콘솔은 IdBL 경쟁에서 허용되지만 콘솔은 안전하게 장착되고 작동해

야 합니다. "기능적"은 콘솔이 부속품 또는 전자 장비의 보관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ASCA 관계자

의 의견으로 볼 때, 콘솔은 SPL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참가자를 상위 부문로 재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1, 2 또는 3 차량에 설치된 모든 애프터 마켓 또는 콘솔은 핸들의 아래쪽으로 높

이를 확장 할 수 없습니다. 경사 조향 장치가 장착 된 차량의 경우 조향 핸들이 조향 칼럼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예외 - Advanced 및 Ultimate Division 차량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43. 트렁크 / 픽업, 해치백 / 왜건 및 SUV / 미니 밴 클래스의 IdBL에서 경연 할 수 없는 차량에는 다음

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트럭이나 승합차 (큐브 밴), 캠핑카, 장갑차 및 자동차 제조업

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작하거나 개조 한 기타 차량을 의미합니다. #1 클래스에서 차량의 적법성에 관

한 질문이 있는 경우, 결정은 IASCA 본사에 맡겨지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심사에

참가하는 경우, 행사 관계자는 차량의 경연을 허용하고 행사 후에 IASCA 본사에 정보를 보내 결정을 위

해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차량이 해당 부문에서의 경연이 불법인 것으로 판명되면, 차량이 재 분류되고

참가자, 심사관 및 행사 주최측에 즉시 통보됩니다. 차량 및 참가자 순위 및 CAP 포인트는 해당 부문에

맞게 조정됩니다. 

44. 어떤 종류의 장비를 추가 수납 할 목적으로 차량에 추가 브래킷이나 홀더를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완

성차 (외장 및 내장)는 OEM 외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45. 사운드 품질을 위해 사운드 시스템에 추가 된 풀 레인지 스피커는 B필러 앞으로 차량 내부에서만 허

용됩니다. SPL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B필러의 스피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46. 차량 내부의 모든 구멍에는 심사 중 차량 외부로 통풍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어떤 형태의 개스킷

이나 씰이 있어야 합니다. 

47. 명확한 기준을 하기 위해 "평균 크기의 성인"은 체중 180파운드(67 킬로그램) 인 5피트, 9인치(176센

티미터)의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48. 모든 장비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심사 절차

1. 참가자는 호출이 되면 심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IASCA 관계자 (심사관)는 심사에서 일정이 잡

혀있을 때 참가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가자에게 총 3번의 통보가 가게

됩니다. 참가자가 심사 구역으로 호출 될 때 준비가 되지 않았고 IdBL 공식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그 심

사에 대해 0점을 받게 됩니다. 

2. 참가자는 3분 안에 측정 장치가 차량에 측정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3분 안에 심사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간제한을 초과한다는 심사관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참가자가 의도적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시간 프레임 특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행사 수석 심사관은 해당 심사에 대해 0점을

부여하여 참가자에게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6명의 추가 인원이 심사하는 동안 차량을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과 참가자 또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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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이의 시야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심사 중 차량의 상단이나 안쪽에 사람이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원할 경우 자신의 차량에 앉을 수 있지만 참가자가 공식 IASCA 점수 시트에 있는

무해한 흔들림에 서명 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중에는 단 한 명의 팀원만이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가 심사 준비가 되면, 수석 심사관에게 구두 의사 소통 또는 (차량 밖에 있는 경우), "엄지 손가

락 업"사인 또는 경적을 울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6. 참가자가 수석 심사관에게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면 수석 심사관은 5개의 손가락을 모두 편 채로 공중

에서 손을 들어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고 참가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석 심사관이 카운트 다운 후 참

가자를 가리키면 30초 타이머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참가자는 그 때 그들의 가장 높은 SPL 점수를

달성 할 시간을 가집니다. 10초가 남았을 때에는 수석 심사관이 주먹을 쥔 상태로 팔 절반을 들어 올립니

다. 5초가 남았을 때에는 심사관은 손가락을 떼어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여 마지막 5 초를 표시합니다. 30

초가 끝나면 수석 심사관은 전면적인 손 제스처와 "엄지 손가락을 얹어서"심사가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수석 심사관이 평범한 손을 쓸어 넘긴 제스처를 사용하지만 심사 중에 언제든지 "엄지 손가락을 올려"주

지 않으면 참가자에게 심사가 끝났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참가자에게 알려줍니다. 수석 심사관은

잠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심사관 및 참가자와 협의합니다. 

7. 심사에서 수석 심사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심사 전, 도

중 그리고 후에 수석 심사관의 시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집니다. 이는 팀원, 제조업체 대표, 기자, 

표창장, 장비, 차량 또는 차량의 일부 (문, 패널 등)를 포함합니다.

8.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패널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닫혀 있어

야 합니다. 검사 심사관은 모든 패널이 안전하게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주변을 마지막으로 검

사합니다. 심사 시작 30초 동안 언제든지 차량 패널이 느슨해지거나 열리면 심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참

가자는 예외 없이 그 심사에 대해 0점을 받게 됩니다. 

9.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장비는 30초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클래스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의 장비가 어떤 이유로든지 클래스 규칙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허용되지 않고 해당 참가자는 예외 없이 0점을 받게 됩니다. 

10. 심사가 끝나면 참가자는 측정 장치를 차량에서 제거 할 때부터 3분 이내에 심사 구역에서 차량을 이

동 시켜야 합니다. 참가자의 차량이 3분 내에 심사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심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에 0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DBL 참가자를 위한 IASCA 부문별 기록 절차

IdBL은 2016년부터 각 IASCA 참가국에 대한 국가 기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특정 지리적

및 위상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한 국가의 기록을 다른 국가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각 국가의 점수를 요약 한 "IdBL 국가 레코드"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dBL 레코드는 매년 설정되며 1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행사 경연에서와 마찬

가지로 모든 표준 절차가 IdBL 레코드 행사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IASCA / IdBL 

기록은 허가된 IdBL 세계 기록 행사에서 규정 실행 중에 자신의 나라에서 해당 날짜에 가장 높은 기록

점수를 초과한 참가자가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달성 한 기록입니다. 2개의 기록 점수 중 낮은 수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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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가의 새로운 공식 IdBL 국가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기록은 IASCA 공인 IdBL 기록 관리가 있는 행

사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에서 기록을 깨면 참가자의 차량은 옆으로 옮겨져 IASCA 직

원이 참가자의 부문 / 클래스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에 앞서 IASCA 관계자

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차량을 만질 수 없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차량을 확인하고 참가자에게

통보합니다. 참가자는 두 번째 심사를 위해 심사 구역을 배치 받을 때까지 차량을 준비합니다. (배터리 충

전 등). 참가자가 첫 번째 심사보다 두 번째 점수가 높으면, 처음한대로 IASCA 관계자는 차량을 다시 검

사하게 됩니다. 재검사가 완료되고 모든 것이 정돈되면,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참고: 

국가 기록 시도는 승인 된 공식 IASCA 측정기에만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IASCA 공인

IdBL 레코드 심사관이 참석해야 하며 모든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IdBL 규칙, 규정, 정

책 또는 절차를 위반하면 기록의 실격이 발생합니다.

모든 IdBL 기록 행사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IASCA 공인 IdBL 기록 심사관이 참석해야 합니다. 각 공인

된 국가 기록 심사관은 IASCA에서 승인 한 측정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IdBL National 

Records를 인증하는 유일한 측정기입니다. IdBL 국가 기록이 깨진 경우, IASCA Worldwide Inc. 본사에 통

보하는 것은 수석 심사관(IASCA Record IdBL Certified Judge)의 책임입니다. 모든 IASCA IdBL 기록 행사

주최자 및 관계자는 공식 기록을 얻기 위해 참가자의 성명, 주소, 참가자의 회원 번호, 차량 및 장비 정

보를 확인하고 IASCA 본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IdBL 레코드가 공식적일 수 있는지

이 절차는 공식적으로 모든 레코드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행사 진행자에 관계없이 이 절차의

변형은 IASCA Worldwide가 인정하지 않는 기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에 시도를 하려는 모든 차량 / 참가자는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 차량 분류는 IASCA 직원이 사진이나 비디오로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장비를 보여 주며 분류 과정

에서 검사된 모든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분류를 수행하는 IdBL 레코드 심사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류 양식을 작성하고 IdBL 레코드 심사관이 서명해야 합니다. 

∙ 분류 된 IdBL 기록은 차량, 참가자 및 계기판을 보여주는 비디오 전체가 녹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전압 사진이 필요합니다. 

∙ 실행이 완료되고 IdBL 기록이 설정되면 결과를 제출할 때 모든 비디오 및 사진 증거를 완료된 분류 양

식과 함께 IASCA Worldwide 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디오 또는 사진 증거 또는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록을 무효화합니다. 점수는 웹 사이트에

표시되지만 비공식 점수로 표시됩니다.

세계 기록 심사 절차

심사팀 - IdBL 심사팀은 최소 2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됩니다. 공식 기록계 및 검사 심사 운영 담당 책임자

인 세계 기록 인증 심사관 (수석 심사관)은 심사관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수석 심사관의 승인을 받은

검사 심사관은 기존 심사관의 의무 중 일부를 대신 할 수는 있지만 IdBL 세계 기록 시도를 확인하는 데

는 추가 심사관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 프레임 - IdBL 세계 기록이 공식화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는 현재 세계

기록 점수를 두 번 갱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규정 안에서 두 번의 기록 갱신을 해야 합니다. IdBL 세계

기록은 규정 준수 하에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행사에 대해 허용되는 실행 횟수). 단 하나의 심사를 허용

하는 행사의 경우 세계 기록을 시도 할 목적으로 재도전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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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L 세계 기록이 깨진 경우,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행위를 위해 참가자에게 3분의 시간이 주어집

니다. 시간 연장은 IdBL 공인 세계 기록 심사관 또는 수석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IdBL 세계 기록 도전 중 고장난 경우 – 차량의 고장이 발생 하였을 시 (특히 고장을 수리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IdBL 수석 심사관에게 즉시 고장을 알리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규정 된 시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는 IdBL 수석 심사관에게만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에 따라 연장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IdBL 수석 심사관이 허락 할 수 있는 최대 연장 시간은 15 분입니

다. 예외는 없습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수리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

다. 참가자와 차량은 IASCA / IdBL 규정집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심사 전체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IdBL 세계 기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언제든지 행사 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참가자의 점수 (및 세계 기록)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회원

∙ IdBL 기록에 도전하는 참가자 / 차량에는 IASCA 전 세계 참가자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은 모든

차량 및 장비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아래 그림의 회원은 글로벌 회원이며 미국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

비치에 소재한 IASCA Worldwide Head Office에서만 발행합니다. IASCA 제휴 국가의 국가 회원은 IdBL 기

록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원 자격은 www.iasca.com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가 IdBL의 한 등급 이상의 참가자인 경우, 각 등급의 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차량은 하나

의 회원 자격으로 여러 등급으로 운영 될 수 없습니다. 

∙ 각 회원은 차량과 그 정보 (일련 번호, 라이센스 / 태그 번호 등)와 IdBL 기록 시도에 사용 된 모든 장

비를 모두 열거해야 합니다.

∙ 멤버십은 IdBL 레코드 시도 이전에 구입해야 하며, 이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행사

평균적으로 IdBL 행사는 두 번을 개최하지만 행사 주최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참

가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행사 주최자에게 문의하여 IdBL 

실행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고장

불행하게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IASCA에서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발 사태에 대

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상황을 바로 잡고 경연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에게 참가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 참가자가 심사하기 전에 심사 구역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심사 구역에서 차량을 이동하도록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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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1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할당 된 시간 내에 문제를 수리하면, 벌칙 없이

경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할당 된 시간 내에 문제를 수리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행에 대

해 0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수리하고 차량을 심사 구역으로 이동하려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연장전

연장전은 두 명의 참가자가 2번의 심사 후에 같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예: 첫 번째 심사에서

는 149.9dB, 두 번째 심사에서는 150.0dB의 점수를 얻습니다. 참가자 B는 첫 번째에서 150.0dB, 두 번째

에서 149.7dB의 점수를 얻습니다. 두 참가자 모두 두 번의 심사 후에 150.0dB의 높은 점수를 얻었고 동

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동점자는 연장전을 실행하기 위해 심사 구역으로 이

동합니다. 그리고 두 참가자 모두 심사를 받게 되며, 가장 큰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승자로 선언되며 이

전 점수와 상관없이 순위표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의 연장전이 끝난 후 승자가 가

려지지 않으면 IASCA는 동점자에게 같은 순위를 수여합니다. 연장전의 결과는 동점자 아래의 순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점자 중 하나가 연장전을 출전하지 못하면 연장전은 취소합니다.

여러 부문 및 클래스에서의 경연과 변경

참가 부문 또는 클래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승인을 위해 IASCA 사무국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

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그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부문 또는 클래스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dBL 참가자는 시즌 중에 부문 또는 클래스의 변경이 가능하며 획득 점수는 유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새

로운 부문 / 클래스에서 최소 50%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새로운 부문 / 클래스로 이동

하면 이전 부문 또는 클래스의 점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Advanced 또는 최종 부문 참가자는 같은 시즌 내 하위 부문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즌 중 참가자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부문 또는 클래스를 변경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해당 참가자는

모든 부문 또는 클래스에 발생한 모든 포인트를 상실하고 시즌 결승 무대의 초대도 취소됩니다.

경연 부문 및 클래스 특성

∙ 참가자들이 원하는 부문 또는 클래스에서 경연 할 수 있지만 각 클래스에 대해 하나의 멤버쉽이 있어

야 합니다. 한 차량으로 두 클래스에 참가하는 경우 각 클래스에 하나씩 총 두 개의 멤버쉽이 있어야 합

니다.

∙ 둘 이상의 차량을 소유 한 참가자는 각 차량에 대한 회원권이 있어야 합니다. 

∙ 참가자가 행사에서 하나 이상의 부문 또는 클래스에 참가하기로 선택한 경우 참가하는 각 부문 또는

클래스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DBL 센서 지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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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심사관은 측정 장치 높이 및 방향이 차량에서 차량까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장치는 항상 차량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IdBL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측정 장치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 보드 (또는 OEM 프런트 유리 프레임의 베이스 중에서 더 높은 쪽)의 상단에서 4인치, 

OEM 승객 측면의 "A"기둥에서 12인치 이상.

이는 IASCA 인증 배치 지그 (그림 참조)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센서의 경우 지그(A)의 베이스가 대시

보드의 상단과 접촉하고 지그의 상단이 유리에 닿으면 지그가 수직으로 (똑바로 위 아래로) 위치해야 합

니다. 지그(B)의 맨 오른쪽 끝이 조수석의 "A"기둥에 닿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센서를 상단 왼쪽 개구부

(C)에 배치하여 센서 입구를 4"및 12"위치에 놓습니다. 센서에 연결된 케이블은 최종 위치에 있을 때 센

서의 하단 또는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차량 바깥에서 측정 장치 (센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전면 유리에 심사 중 측정 장치를 보는 심사관의 시야를 차단하는 덮개 (또는 채색)를 두지 않아야 합니

다. 

차량의 어떤 것도 측정 장치, 배치 지그 또는 24인치 도어 지그(Bass Boxing 에만 해당)의 올바른 배치를

방해 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장치를 배치하면 참가자는 측정 장치를 올바르게 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일단

측정 장치가 배치되면 측정 장치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지만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장

치를 재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참가자가 측정 장치의 위

치를 변경하도록 요청한 경우 3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해야 합니다. 측정 장치가 실행되면 3

분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관이 장비 고장 (계량기, 측정 장치 또는 케이블 사용)을 발견 한 경우, 해당

심사의 점수는 계산되지 않으며 지정된 시간 내에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좌석 및 시스템 구성 요소 – 머리 받침대를 포함한 차량 시트 백은 언제든지 측정 장치에서 24인치

이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클로저를 포함한 차량의 시스템 구성 요소 (장비)는 언제든지 24인치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외: 기둥에 설치된 트위터 및 미드 레인지 스피커, 도어 장착 스피커) 측정 장치의 24

인치 내에서 차량 대시 보드 또는 앞 유리의 외부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착 할 수 있는 항목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CLASS 1
(Trunk/Pickup, Hatchback/Wagon and SUV Minivan Divisions)

클래스 1의 의도는 IdBL STREET 부문의 참가자들에 대한 경연입니다. 

1등급은 다음과 같은 원뿔형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1 ~ 240평방 인치 - 벽면 없음 (4-8s, 3-10s, 2-12S, 1-15인치 서브 우퍼)

∙ 테스트 톤 또는 풀 레인지 음악은 1등급 경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기준 (클래스 1)

• 모든 참가자에 개방

차량 기준 (클래스 1)

1.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개조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차량은 상위 클

래스 / 부문으로 재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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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은 도로에서의 사용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 (면허) 받아야 합니다. 차량에 번호판 (면허) 또는 보험

이 없는 경우, 차량 및 참가자는 상위 등급 / 부문으로 재 분류 됩니다. 

3. OEM 내부, 스피커 빌드 아웃, 킥 패널 제외. 모든 내부 패널은 제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장착되어야 합

니다. 개조 허용 (사운드 품질 목적을 위한 풀 레인지 스피커 추가, 트림 조각 그림 등). 

4. 차량의 패널 또는 판금을 개조하여 차량의 SPL 레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는 판금, 강철, 플라스틱, 목재 및 기타 모든 재료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

지되어야 합니다. 도어 패널의 설치 및 작동 스피커를 내장하기 위한 킥 페널은 사운드 품질만 높이거나

꾸미는 목적을 위해 패널을 변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L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설치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트렁크 또는 해치 또는 내부 영역 (예: 카펫, 패널 등)의 OEM 카펫 (카펫)은 테스트 중에 차량에 손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OEM 공장 카펫 또는 커버링은 OEM 공장 외관과 유사한 애프터 마켓 품목으로 대

체 될 수 있습니다. 

6. 모든 좌석은 심사 중에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7. 모든 장비는 차량의 OEM 화물칸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8.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패널 또는 배플은 차량이나 인클로저에 부착 되더라도 차량 내부에 장착

할 수 없습니다. 

9. 대시 보드를 포함한 모든 OEM 패널과 구성 요소는 OEM 제품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장에 설치

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10. 차량에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공장 OEM 대시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대시 보드의 모든

액세서리 / 게이지 / 스위치는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OEM 대시 보드에 허용되는 추가 기능은 대

시 보드의 "스냅인" 패널 및 음질 향상을 위한 스피커뿐입니다. 

11. 차량 내부에 서포트, 폴 또는 브레이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비 기준 (클래스 1)

모든 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할 수 없습니다.

소스유닛 / 헤드유닛

∙ 소스 장치는 차량의 공장 OEM 무선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스 장치는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차

량 외부에서 작동 될 수 있습니다. 소스 장치는 설치 된 위치에서 제거 할 수 없습니다.

앰프

∙ 1쌍의 서브 우퍼당 최대 1개의 앰프가 허용됩니다.

∙ 최대 허용 증폭기 출력 2,000W RMS

∙ 차량이 심사 구역에서 심사하는 동안 클램프 미터, 디지털 멀티 미터 또는 Term-Lab Magnum 클램핑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원이 확인됩니다.

∙ 하나의 증폭기는 모든 증폭기 구성 요소를 하나의 방열판에 넣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앰프를 하나

로 묶어서 하나의 앰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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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우퍼 / 스피커

∙ 싱글, 듀얼 및 쿼드 코일 서브 우퍼는 허용됩니다.

∙ 모든 서브 우퍼 및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차량의 OEM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100 Hz 미만의 SPL 

레벨 증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 및 서브 우퍼는 SPL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

며 차량은 더 높은 등급으로 재 분류 됩니다.

배터리

∙ 배터리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캡은 허용되지만 화물 지역 내에 장착해야 합니다.

∙ 하나의 배터리는 공장 출하 시에 장착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OEM 배터리 트레이의 매개 변수에 맞

아야 합니다. 추가 배터리는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표준 자동차 용 12V 배터리여야 합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는 허용됩니다.

∙ 표준 소매 채널 (즉, 자동 공급 저장소)을 통해 배터리는 판매되고 있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크기가 1,000입방 인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교류 발전기

∙ 교류 발전기는 1개가 허용됩니다. 반드시 OEM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량의 OEM 스타일 발전기는 원래의 OEM 출력에서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크기 및 모

양이 더 큰 발전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류 발전기의 외부 조정 전압 조정기는 허용되지만, 안전을 위해 전압 조정기의 제어 장치는 시스템

작동 중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전압

∙ 허용되는 최대 전압은 15.5 볼트(엔진 작동)입니다.

배선 / 퓨즈

∙ 차량 전면 배터리에서 뒤쪽으로 무제한 와이어 (+ 또는 -)가 허용됩니다. 최대 허용 배선은 0 (1/0) 게이

지 선입니다.

∙ IASCA는 모든 배선을 주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융합되

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심사를 하는 심사 구역에서 차량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또는 댐핑) 재료

∙ 공장의 패널이 원래의 OEM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고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공장의 OEM 패널

의 뒤쪽이나 내부에 소음 방지 (또는 완충) 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패널의 "보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음 재

료 이외의 것으로 패널을 보강 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의 "보강"참조).

CLASS 2
(Trunk/Pickup, Hatchback/Wagon and SUV Minivan Divisions)

CLASS2의 의도는 일반 소비자보다 SPL 및 경연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참가자 또는 SPL 및

경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참가자를 위한 것입니다.

∙1 ~ 480평방 인치 - 벽면 없음 (6-10s, 4-12s, 2-15s 또는 1-18 인치 서브 우퍼)

테스트 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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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기준 (클래스 2)

• 모든 참가자에 개방

차량 기준 (클래스 2)

1.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개조는 이 부문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차량은 도로에서의 사용을 위해 번호판를 부착 (면허) 받아야 합니다. 차량에 번호판 (면허) 또는 보험

이 없는 경우, 차량 및 참가자는 상위 등급 / 부문으로 재 분류 됩니다. 

3. OEM 재고 내부, 스피커 설치 아웃, 킥 패널 제외. 모든 내부 패널은 제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장착되어

야 합니다. 개조 허용 (사운드 품질 목적을 위한 풀 레인지 스피커 추가, 트림 조각 그림 등). 

4. 차량의 패널 또는 판금을 개조하여 차량의 SPL 레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는 판금, 강철, 플라스틱, 목재 및 기타 모든 재료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

지되어야 합니다. 도어 패널의 설치 및 작동 스피커를 내장하기 위한 킥 페널은 사운드 품질만 높이거나

꾸미는 목적을 위해 패널을 변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L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설치

아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트렁크 또는 해치 또는 내부 영역 (예: 카펫, 패널 등)의 OEM 카펫 (카펫)은 테스트 중에 차량에 손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OEM 공장 카펫 또는 커버링은 OEM 공장 외관과 유사한 애프터 마켓 품목으로 대

체 될 수 있습니다.

6. 모든 좌석은 심사 중에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7. 모든 장비는 차량의 OEM 화물칸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8.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패널 또는 배플은 차량이나 인클로저에 부착 되더라도 차량 내부에 장착

할 수 없습니다. 

9. 대시 보드를 포함한 모든 OEM 패널과 구성 요소는 OEM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장에 설치된 위

치에 있어야 합니다. 

10. 차량에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공장 OEM 대시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대시 보드의 모든

액세서리 / 게이지 / 스위치는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OEM 대시 보드에 허용되는 추가 기능은 대

시 보드의 "스냅인"패널 및 음질 향상을 위한 스피커뿐입니다. 

11. 차량 내부에 서포트, 폴 또는 브레이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비 기준 (클래스 2)

모든 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할 수 없습니다.

Source Units 

• 소스 장치는 차량의 공장 OEM 무선 위치에 올바르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소스 장치

는 경연 목적으로 공장 위치에서 제거되거나 교체 될 수 있지만 차량이 심사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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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 서브 우퍼 당 최대 1 개의 앰프가 허용됩니다.

∙ 최대 허용 증폭기 출력 4,000 와트 RMS

∙ 차량이 심사 구역에서 경쟁하는 동안 클램프 미터, 디지털 멀티 미터 또는 Term-Lab Magnum 클램핑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력을 확인합니다.

∙ 하나의 증폭기는 모든 증폭기 구성 요소를 하나의 방열판에 넣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앰프를 하나

로 묶어서 하나의 앰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서브 우퍼 / 스피커

∙모든 서브 우퍼와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차량의 OEM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100 Hz 미만의 SPL 레

벨 증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 및 / 또는 서브 우퍼는 SPL 시스템의 일부로 간

주되며 차량은 더 높은 등급으로 재 분류됩니다.

배터리

∙ 배터리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캡은 허용되지만 화물 지역 내에 장착해야 합니다.

∙ 하나의 배터리는 공장 출하 시에 장착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OEM 배터리 트레이의 매개 변수에 맞

아야 합니다. 추가 배터리는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표준 자동차 용 12V 배터리여야 합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는 허용됩니다.

∙ 표준 소매 채널 (즉, 자동 공급 저장소)을 통해 배터리가 판매 되고 있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크기가 1,000 입방 인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교류 발전기

∙ 교류 발전기는 1개가 허용됩니다. 반드시 OEM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량의 OEM 공장 스타일 발전기는 원래의 OEM 공장 출력에서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크기 및 모양이 더 큰 발전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류 발전기의 외부 조정 전압 조정기는 허용되지만, 안전을 위해 전압 조정기의 제어 장치는 시스템

작동 중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전압

∙ 허용되는 최대 전압은 15.5 볼트 (엔진 작동)입니다.

배선 / 퓨즈

∙ 차량 전면 배터리에서 뒤쪽으로 무제한 와이어 (+ 또는 -)가 허용됩니다. 최대 허용 배선은 0 (1/0) 게이

지 선입니다.

∙ IASCA는 모든 배선을 주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결선되

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심사를 하는 심사 구역에서 차량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또는 댐핑) 재료

∙ 공장의 패널이 원래의 OEM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고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공장의 OEM 패널

의 뒤쪽이나 내부에 소음 방지 (또는 완충) 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패널의 "보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음 재

료 이외의 것으로 패널을 보강 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의 "보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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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3
(Trunk/Pickup, Hatchback/Wagon and SUV Minivan Divisions)

클래스 3의 의도는 클래스2와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위 클래스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 참가자를 위한 것입니다.

Class 3은 다음과 같은 원뿔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1 ~ 860 평방 인치 - 벽면 없음 (10-10s, 7-12s, 4-15s, 3-18s 인치 서브 우퍼)

테스트 톤 허용

참가 기준 (클래스 3)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

차량 기준 (클래스 3)

1.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개조는 이 부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참가자는 클래스에서

승격됩니다. 

2. 차량은 도로에서의 사용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 (면허) 받아야 합니다. 차량에 번호판 (면허) 또는 보험

이 없는 경우, 차량 및 참가자는 상위 등급 / 부문으로 재 분류됩니다. 

3. OEM 재고 내부, 스피커 설치 아웃, 킥 패널 제외. 모든 내부 패널은 B필러 앞으로, 올바르게 장착되어

야 합니다. 꾸미기 개조 허용 (사운드 품질 목적을 위한 풀 레인지 스피커 추가, 트림 조각 그림 등). 

4. "B"필러 앞으로 차량 내의 패널이나 판금을 개조하여 차량의 SPL 레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B"기둥의 전방에 있는 판금, 강철, 플

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운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작동 스피커를 내장하도록 설계된 도어 패널 및 킥페널,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만 패널을 변형합니

다.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스피커 도어 패널 조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조 / 변경의 의도를 결

정하는 것은 IASCA 및 / 또는 IASCA 행사 관계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

입니다. 

5. 좌석은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6. 차량 밑의 배터리 '상자'또는 '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어떤 유형의 추가 장비를 수용 할 목적으로 차량 외부에 다른 추가 브래킷이나 홀더를 부착 할 수 없

습니다. 차량은 차량의 "B"기둥의 전면 및 내부 전면에서 OEM 공장 외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8. 서브 우퍼 및 인클로저는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패널 또는 배플은 차량이나 인클로저에 부착 되더라도 차량 내부에 장착

할 수 없습니다. 

10. 자동차의 "B"필러 앞으로의 대시 보드를 포함한 모든 OEM 패널과 구성 요소는 테스트를 위해 제거

될 수 있는 앞 좌석을 제외하고는 OEM 형태 및 공장 장착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B"필러에서 차량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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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어떤 개조도 가능합니다. 

11. 차량에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공장 OEM 대시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대시 보드의 모든

액세서리 / 게이지 / 스위치는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OEM 대시 보드에 허용되는 추가 기능은 대

시 보드의 "스냅인"패널 및 음질 향상을 위한 스피커뿐입니다. 예외 : OEM 대시 보드 나 콘솔과 비슷한

차원을 유지하는 경우 맞춤식 차량 전용 맞춤형 대시 보드 및 콘솔을 외관상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 한

경우 클래스에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가 꾸밈용인지 SPL용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12. B필러 전방에서 인클로저를 고정하기 위해 막대 또는 받침대가 허용됩니다. 지지대, 기둥 또는 받침

대는 두께가 1 제곱 인치 (1.125 인치 또는 1 인치 x 1 인치)이며 길이가 36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3. 앞으로 확장되는 인클로저에 부착 된 미적 구성 요소 또는 패널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지 않은

B필러 (뷰티 패널, 트림 패널, 콘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구성 요소 또

는 패널이 꾸밈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또는 SPL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장비 기준 (클래스 3)

모든 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조할 수 없습니다.

소스 장치

∙ 소스 장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공장 OEM 위치 또는 외부 연단에 장착 될 수 있습니다.

앰프

∙ 앰프에는 최소 또는 최대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최대 허용 앰프 출력 6,000 와트 RMS

∙ 차량이 심사 구역에서 경쟁하는 동안 클램프 미터, 디지털 멀티 미터 또는 Term-Lab Magnum 클램핑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력을 확인합니다.

서브 우퍼 / 스피커

∙ 모든 서브 우퍼와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차량의 OEM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100 Hz 미만의 SPL 

레벨 증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 서브 우퍼는 SPL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며

차량은 더 높은 등급으로 재 분류됩니다.

배터리

∙ 배터리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캡은 허용되지만 화물 지역 내에 장착해야 합니다.

∙ 하나의 배터리는 공장 출하 시에 장착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OEM 배터리 트레이의 매개 변수에 맞

아야 합니다. 추가 배터리는 화물칸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표준 자동차 용 12V 배터리여야 합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는 허용됩니다.

∙ 표준 소매 채널 (즉, 자동 공급 저장소)을 통해 배터리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터리의 크기는 각각 1,000입방 인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교류 발전기

∙ 1개의 교류 발전기가 허용됩니다. 반드시 OEM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량의 OEM 공장 스타일 발전기는 원래의 OEM 공장 출력에서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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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모양이 더 큰 발전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류 발전기의 외부 조정 전압 조정기는 허용되지만, 안전을 위해 전압 조정기의 제어 장치는 시스템

작동 중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전압

∙ 허용되는 최대 전압은 15.5 볼트 (엔진 작동)입니다.

배선 / 퓨즈

∙ 차량 전면 배터리에서 뒤쪽으로 무제한 와이어 (+ 또는 -)가 허용됩니다. 최대 허용 배선은 0 (1/0) 게이

지 선입니다.

∙ IASCA는 모든 배선을 주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결선되

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심사를 하는 심사 구역에서 차량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또는 댐핑) 재료

∙ 패널이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OEM 위치에 유지되는 한 "B"필러 앞으로 OEM 패널의 뒤나 내부에서

소리가 약해지거나 댐핑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기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외부 적으로 소

음 감소의 눈에 띄는 증거는(패널에서 튀어 나오는 소음 물질 조각) 없습니다. 

∙ B필러 앞으로의 패널의 "보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소매 자동차 오디오 딜러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음 재료 이외의 것으로 B필러 앞의 패널을 보강 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의 "보강"참

조)

∙ 차량의 "B"기둥 뒤에 있는 패널의 모든 곳에서는 소음 또는 보강재 (경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부문

Advanced 부문의 목적은 참가자가 차량 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하층 클래스의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개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Advanced 부문은 3 개의 원추형 클래스로 분류되며 모든 차량 유형에 적용됩니다.

∙Advanced 벽 없음 - 1 ~ 860 평방 인치 - 벽면 없음 (10-10s, 7-12s, 4-15s, 3-18s 인치 서브 우퍼) 

∙Advanced 1 - 1 평방 인치에서 510 평방 인치 (최대 6-10s, 4-12s, 2-15s, 2-18s) 

∙Advanced 2 - 1에서 1120 평방 인치 (14-10 초, 9-12s, 6-15s, 4-18s) 

∙Advanced 3 - 1121+ 평방 인치 (15 + 10s, 10 + 12s, 7 + 15s, 5 + 18s 이상)

테스트 톤 허용

참가 기준 (Advanced 부문)

• 모든 참가자에 개방

차량 기준 (Advanced 부문)

1.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개조는 이 부문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B"기둥의 앞쪽에 있는 OEM 내부 패널이나 판금은 개조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B"기둥의 전방에 있는 판금, 강철, 플라스틱, 나무 및

기타 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운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피커를



94

내장하도록 설계된 도어 패널 및 킥 포드, 꾸밈 목적으로 만 패널을 변형합니다. 

3. 좌석은 심사 할 때 제거 될 수 있지만, 심사 구역을 출입 할 때 반드시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4. B필러 뒤의 바닥 및 휠 개조 - B 필러 뒤의 바닥 개조는 허용됩니다. 모든 바닥 개조는 차량의 보디

라인 아래로 확장 될 수 없습니다. 건설 / 변경의 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IASCA 및 IASCA 행사 관계자

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차축과 타이어에 대한 차량의 적절한 움직임

을 방해하지 않는 한 휠의 개조도 허용됩니다. 

5. 참가자는 추가 배터리를 수용하기 위해 차량 밑에 배터리 상자 (랙)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배터리 박스 (또는 랙)는 차축의 평면 (차축의 수직 중심점) 위에 있어야 하며 차량의 바디 라

인 아래에 있어서는 안되며 차량 기능 (예: 서스펜션)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추가 장비를

수납 할 목적으로 다른 외부 브래킷이나 홀더를 차량 외부에 부착 할 수 없습니다. 

6. Advanced 2 및 Advanced 3 클래스만 배터리가 제대로 장착되어 덮여 있고 참가자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추가 배터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외부 배터리 랙이 허용됩니다. (예 : 보드 랙, 범퍼 랙 가동) 심

사 위원 또는 관중. 외부 루프 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dvanced 부문의 배터리 랙은 Advanced 1 클래

스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서브 우퍼와 인클로저는 차량의 "B"필러 뒤에 장착해야 합니다. 벽은 허용됩니다. 

8. SPL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패널 또는 배플은 차량이나 인클로저에 부착 되더라도 B필러의 전방 차량

내부에 장착 할 수 없습니다. 

9. 차량에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OEM 대시 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대시 보드의 모든 액세서

리 / 게이지 / 스위치는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OEM 대시 보드에 허용되는 추가 기능은 대시 보

드의 "스냅인"패널 및 음질 향상을 위한 스피커뿐입니다. 예외: OEM 대시 보드와 유사한 차원을 유지하

는 한, 맞춤형 차량의 커스텀 쇼 대시 보드를 참가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가

꾸밈용인지 SPL 용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의 결정은 최종 결

정이 됩니다. 

10. 애프터 마켓의 맞춤형 센터 콘솔이 허용되지만 상기 콘솔은 안전하게 장착되고 작동해야 합니다. "기

능적"은 콘솔이 부속품 및 전자 장비의 보관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ASCA 행사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콘솔이 SPL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된 경우, 참가자의 참가 부문을 재 분류 할 수 있습니

다. Advanced 부문 차량에 설치된 애프터 마켓의 맞춤형 콘솔은 핸들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틸

트 스티어링이 장착 된 차량의 경우 핸들이 조타 칼럼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11. B필러 앞으로 인클러저를 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인클러저에 막대의 부착 또는 받침대가 허용됩

니다. 지지대, 기둥 또는 받침대는 두께가 2.25제곱미터 (1.75 "또는 1.5"X 1.5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36 인

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2. 외장에 부착되지 않은 내부 브레이스 (1개) 버팀대는 2.25 평방 인치 (1.75 "라운드 또는 1.5"X 1.5 "스

퀘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지지대는 양끝에 부착되어야 하며 측정 장치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 할 수 없

습니다. 

13. 차량의 "B"기둥보다 앞쪽의 지붕 쌓기 및 바닥 쌓기는 선행 부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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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든 외부 차체 패널 (상부, 측면, 전방 및 후방)은 미적 업그레이드 목적으로만 애프터 마켓 바디 키

트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장 OEM 사양과 동일하고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15. 테이프의 사용 - 참가자는 SPL을 높이기 위해 테이프 (덕트 테이프, 포장 테이프 등)를 사용하여 차

량 내부의 통풍구 또는 통풍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 된 테이프는 센서 또는 차량의 올바른 위치를

방해 할 수 없습니다.

장비 기준 (Advanced 부문)

모든 장비는 상업적이어야 합니다. 사용 된 장비는 개조 될 수 있지만 공장의 원래 "외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스 장치

∙ 소스 장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공장 OEM 위치 또는 외부 연단에 장착 될 수 있습니다.

앰프

∙ 앰프에는 최소 또는 최대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모든 베이스 생성 앰프는 차량의 B필러 뒤에 있어야 합니다.

서브 우퍼 / 스피커

∙ 모든 서브 우퍼와 서브 우퍼 인클로저는 차량의 "B"필러의 앞 가장자리 뒤쪽에 설치해야 서브 우퍼의

어떤 부분도 서라운드를 포함하여 B 필러 앞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100Hz 미만의 SPL 레벨 증가를 목

적으로 설치된 "B"필러 앞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 및 서브 우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픽업 트럭은 좌석 뒷 공간은 사용 불가하며 운전석 공간만 사용 가능하다.

배터리

∙ 배터리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캡은 허용되지만 화물 지역 내에 장착해야 합니다.

∙ 하나의 배터리는 공장 출하 시에 장착해야 합니다. 추가 배터리는 차량 기준에 지정된 엔진실, 화물 지

역 또는 외부 배터리 뱅크에 장착해야 합니다.

교류 발전기

∙ 무제한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OEM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추가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OEM 엔진룸의 제한 범위 내에서 장착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추

가적인 교류 발전기를 수용하기 위해 차량의 외부 신체 패널에 개구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 교류 발전기의 외부 조정 전압 조정기는 허용되지만, 안전을 위해 전압 조정기의 제어 장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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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전압

∙ Advanced 1의 최대 허용 전압은 15.5 볼트 (엔진 작동)입니다. Advanced 벽 없음, 2및 3의 최대 허용 전압

은 18.0 볼트 (엔진 가동)입니다.

배선

∙ 차량 전면 배터리에서 뒤쪽으로 무제한 와이어 (+ 또는 -)가 허용됩니다.

∙ IASCA는 모든 배선을 주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결선되

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심사를 하는 심사 구역에서 차량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또는 댐핑) 재료

∙ 패널이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OEM 위치에 유지되는 한 "B"필러 앞으로 OEM 패널의 뒤나 내부에서

소리가 약해지거나 댐핑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기능의 적절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외부 적으로 소

음 감소의 눈에 띄는 증거는(패널에서 튀어 나오는 소음 물질 조각) 없습니다. 

∙ B필러 앞으로의 패널의 "보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소매 자동차 오디오 딜러에서 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음 재료 이외의 것으로 B필러 앞의 패널을 보강 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의 "보강"참

조) B 필러 앞으로의 패널은 OEM 외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ULTIMATE 부문

IdBL Ultimate 부문은 가능한 최고의 SPL 레벨을 달성하기 위한 차량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

습니다. Ultimate 부문의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SPL 경연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사실상 "금지된 경연" 부문이기 때문에 참가자는 SPL 차량의 설계 및 성능에 한계를 뛰어 넘을 것을 촉

구합니다.

Ultimate 부문은 무한 원추형 우퍼의 경연이며 모든 차량 유형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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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기준(Ultimate 부문)

• 모든 참가자에 개방

차량 기준 (Ultimate 부문)

1.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개조는 IASCA Worldwide Inc.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본 부서에

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차량은 차량 내부의 어느 곳에서나 개조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도어 패널 조립은 Ultimate 부문 경쟁에서 허용됩니다. 참가자는 심사 중 문(끈, 볼트 등)을 고정

하기 위해 추가 래치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B"기둥 앞으로 모든 OEM 창을 투명 대체 재료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OEM 유리를 대체하

기 위해 사용되는 투명한 재질은 전면 유리 영역에서 최소 576제곱 인치의 시야를 유지해야 하며 각 도

어 유리 영역에서 최소 140제곱 인치의 가시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체 재료는 자동차의 원래의 유리와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 근접해야 합니다. 차량의 "B"기둥의 뒤쪽에 있는 모든 유리 패널은 투명 또는 비

투명 재료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장치가 장착 된 앞 유리 영역은 깨끗해야 하며 외부에서 측정

장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 참가자는 측정 장치 케이블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사 중 제대로 밀봉 될 수 있는 직경 1.255인치 이상

의 차량 몸체 또는 유리를 통해 개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의 도어와 도어 프레임 사이의 홈이나

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구부에는 측정 장치 케이블이 절단 및 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테스트 중 개구

부를 통해 차량 외부로 통기구를 막을 수 있는 밀봉 또는 개스킷이 있어야 합니다. 측정 장치 케이블은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전기 연결부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예외: Ultimate 부문으로 재 분류 된 차량은

차량의 도어 프레임 및 유리 디자인에 따라 이 규칙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자는 차량에 맞춤 대시 보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 높이는 원래 OEM 대시 보드의

상단보다 높거나 낮을 수 없으며 OEM 전면 유리 프레임의 위 또는 아래 3인치까지 확장 할 수 없습니

다. 이 기준에서 "베이스"는 차량의 방화벽에 연결 지점에서 차량의 너비를 통해 부착되는 프런트 유리

프레임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차량의 전체 너비를 달릴 수 있고 차량의 안쪽으로 확장 할 수 있

지만, 이 규칙에 명시된 높이 제한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7. 참가자는 차량에 주문형 센터 콘솔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콘솔은 대시 보드 상단을 지나 연장 할 수

없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규칙에서 정한 높이 제한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8. Ultimate 부문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부품을 분리하는 차량 내부의 모든 위치에서 대시 보드 높이 이

상의 칸막이 및 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9. 서브 우퍼, 인클로저 (서브 박스), 통기구, 포트 또는 벽; 벽은 B 필러의 전방을 지나갈 수 없으며, 평

균 크기의 성인 두 명 (5피트 9인치, 180파운드)의 좌석을 허용해야 합니다. 벽은 측정 장치에서 24인치보

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거리는 벽에서 가장 멀리 돌출 된 지점 (스피커, 서라운드, 지지

대 및 브레이스 포함)에서 측정됩니다.

10. 모든 내부 개조 공사는 평균 성인 2명 (규칙 8 참조)이 차량 내부 (운전자 측과 승객 측)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일반 좌석과 같이 표준 좌석 위치 이외에 다른 유일한 좌석 위치는 태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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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입니다. "편안함"으로 간주되기 위해 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태아형 위치에 있는 심사은 무릎과 턱

사이에 최소 12인치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이 심사 중 차량 바닥의 태아형 위치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차량 바닥의 가장 높은 지점과 차량 지붕의 가장 낮은 지점

사이에 대략 30인치 (몸통, 목 및 평균 크기의 성인의 머리 높이)의 대략적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11. OEM 문 프레임은 도어 프레임을 강화하고 도어를 부착하기 위한 장착 부위를 만들기 위해 원래의

OEM 사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패널 또는 대체 투명 재료 (창틀)를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추가 프레임 및 브레이싱이 측

정 장치 또는 해당 위치 지그의 올바른 위치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13. Ultimate 부문 차량의 플로어 보드는 OEM 출입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 지붕 내부가 OEM 문틀 아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진 지붕의 모든 "확장"은 차량 내부의 가시

성을 위해 설정된 지침에 해당됩니다. 낮아진 지붕 선이 앞 유리 또는 도어 유리 영역으로 튀어 나온 경

우 차량 내부에 대한 전체 시야를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15. SPL을 높이기 위해 차량의 길이, 너비 및 높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OEM 본체 사양에 위배되는 개조

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준 및 궁극적인 부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

함됩니다. 스트레칭, 넓히기, 높이기, 지붕에 있는 수납 공간, 바닥 컷 아웃, 비 OEM 또는 애프터 마켓

바디 패널 등 모든 Ultimate 부문 차량에 대한 개조는 여전히 OEM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16. 참가자가 외부 패널을 사용하여 추가 장비 (헤드 유닛, 스피커 또는 프로세서 제외)를 수용하는 경우

장비는 보이지 않도록 어떤 유형의 인클로저에 넣어야 합니다. 예: 차량의 지붕에 장착 된 배터리는 안전

하게 올려져야 하며 덮개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17. 모든 유형의 차량은 Ultimate 부문에서 경연 할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 (Ultimate 부문)

앰프

∙ 무제한의 앰프

∙ 모든 베이스 생성 앰프는 차량의 B필러 뒤에 있어야 합니다.

서브 우퍼 / 스피커

∙ 모든 베이스 생성 서브 우퍼와 인클로저는 차량의 B필러 뒤에 있어야 합니다.

∙ 벽 허용

∙ 픽업 트럭은 좌석 뒷공간은 사용 불가하며 운전석 공간만 사용 가능하다.

배터리

∙ 배터리 및 캐패시터는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교류 발전기

∙ 무제한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압

∙ 허용되는 최대 전압은 18.0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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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 전방 배터리에서 후방으로 무제한 와이어 (+ 또는 -)가 허용됩니다.

∙ IASCA는 모든 배선을 주 전원에서 결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차량과 시스템이 제대로 결선되

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심사를 하는 심사 구역에서 차량에 A-B-C 등급 소화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다음은 IASCA와 심사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섹션은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입니다.

자동차 - "자동차"라는 용어는 상업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 이용 가능한 대량 생산

제품을 의미합니다.

배플 - 공기 흐름을 전환하거나 사운드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설치의 성능 특성을 향상 시키도록 제작

되었거나 특별히 제작 된 패널.

배터리 - 정의에 따르면 "배터리“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며 컨테이너에

넣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단일 셀에 사용됩니다. 셀은 하나의 음극, 전해질 (이온 전도성), 분리

막 (이온 전도체) 및 단일 양극으로 구성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제조업체가 제조하지 않

은 "맞춤형" 멀티 셀 배터리는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며 IASCA SPL 경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연에 사용하기 위해 IASCA의 배터리 정의는 이 설명을 따릅니다. ”배터리“는 셀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

의 양극과 하나의 음극이 있는 표준 상용 상업용 배터리이어야 합니다.

출처 - '출처'는 모델 라인 내의 특정 장비에 대한 전원 사양 시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앰프 모델이

아닌 특정 앰프의 정확한 출력을 나타내는 앰프가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모델 번호를 가진 모든 앰프의

"사양서"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양서'참조).

차단기 - 사람들은 차량에서 생성된 SPL을 높이기 위해 도어 열기를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렁크 - 화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의 공통 영역입니다. 자동차에서는 화물칸을 트렁크 또는 부

츠라고 합니다. 명확히 하기위해; 세단과 쿠페의 경우 OEM 화물 지역은 차량 트렁크로 간주됩니다. SUV 

및 미니밴의 경우 화물 지역은 차량 좌석의 두 번째 줄 바로 뒤에 있는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차량에 세

번째 열 (또는 그 이상)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인클로저가 두 번째 시트 열 뒤에 남아있는 한 인클로

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 (또는 그 이상)의 좌석은 경연을 위해 차량에서 제거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줄 좌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4-5 대의

승용차를 에뮬레이션 함). 픽업 트럭에 대한 예외는 일반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이 용어는 경연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소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일반 대중

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경연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는 표준 소매점 또는 온라인 소

매 업체를 통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접근이 일반 대중에게 허용되지 않

는 일부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IASCA 경연에서 법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ustom Made - 해당 아이템이나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의 기술과 기술을 사용하여 경연 차량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 또는 컴포넌트. 제작자가 자신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IASCA에서

맞춤형 제품이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만 규칙 책에서 "시판용이어야 함"이라고

명시된 특정 구성 요소는 표준 소매 채널을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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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 IASCA 대회에서 이 용어는 정상 주행 조건에서 차량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주 좌석을 의미

합니다. 가스 및 브레이크 페달에 접근 할 수 있는 차량의 핸들 바로 뒤에 있는 좌석입니다.

인클로저 - 일반적으로 "서브 상자"또는 "상자"라고 하는 인클로저는 서브 우퍼가 있는 가공 된 "상자"입

니다. 

OEM - OEM은 이러한 규칙의 목적으로 자동차 및 모바일 전자 산업을 언급하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 OEM이 언급 될 때 원래 조립되었을 때 자동차 또는 구

성품이 공장에서 제공된 원래 장비를 나타냅니다.

전체 범위 음악 - 전체 범위 음악은 사운드 스펙트럼의 모든 음악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일반 용어로 이

것은 저음, 중저음, 중음역 및 고주파 레벨이 동일한 출력 레벨에서 연주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장착 - 이것은 차량에 추가 된 모든 차량 또는 시스템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적절히"는 구성

요소를 장착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번지 코드, 로프, 케이블 타이가 아

닌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해 적절한 배터리 묶음을 사용). "안전하게"는 장착되는 구성 요소가 느슨하게 해

당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앰프의 적절한 장착 구멍에 나사를 사용하여 앰프

밑면의 벨크로가 아닌 차량의 견고한 소재에 나사를 조이십시오)

기둥 (Pillars) - 차량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 기둥은 알파벳 순서로 앞뒤로 참조됩니다. 프런트 유리에 있

는 앞 기둥을 일반적으로 "A"기둥이라고 부르고, 기둥의 다음 기둥을 "B"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 도로는 자동차로 여행 할 수 있도록 포장되거나 개선 된 두 장소 사이의 육로 또는 길입니다. 도

로는 1개 또는 때로는 2개 이상의 도로로 구성되며 각 도로에는 하나 이상의 심사 구역이 있으며 관련

도로 경계가 있습니다.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양 시트 - 사양 시트는 제품, 기계 또는 구성 요소 (예: 전자 구성 요소)의 성능 및 기타 기술적 특성을

설계 엔지니어가 구성 요소를 통합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요약 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양

시트는 구성 요소 제조업체가 만들고 설명서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는 소개 페이지부터 장치의 연결 및

성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특정의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사양 시트는 실제 제품 자체가 아니라 브

랜드 제품 라인 내에서 특정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일반화 된 문서입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사양 시

트는 평균값, 일반 값, 일반 범위, 엔지니어링 허용 오차 또는 공차 값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 및 출처는 일반적으로 사양 시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퍼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는 시장에 출시 된 최신 기술이며 배수로 사용될 때 고속 방전 배터리로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퍼 캐패시터는 정격 전압 (일반적으로 2.5, 2.6, 2.7볼트)을 갖지만

극도로 높은 패러드 (farad) 등급도 갖습니다. 평가 목적과 규칙의 목적을 위해, 이 수퍼 캐패시터는 일반

캐패시터와 마찬가지로 패러드 등급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6배수로 함께 연결되면 배터리로 간주됩니

다. 참가자가 6개 이상의 수퍼 캐패시터를 사용하면 여러 건전지로 평가됩니다. (예: 수퍼 캐패시터 6 개

= 배터리 1개, 수퍼 캐패시터 7개 = 배터리 2개)

보강 (Stiffening) - 지붕이나 문 패널과 같은 대형 판금 패널의 내부를 받치는 것입니다. 보강은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보강하는 예는 강철 브레이스 용접 또는 내부 지붕과 헤드 라

이너 사이의 두꺼운 목재 추가, 지붕 패널의 바디 필러 채우기, 두꺼운 목재로 만든 헤드 라이너 제작 및

카페트 또는 헤드 라이트 재료로 에뮬레이트 (모든 강습에서 모든 강성의 예가 합법적 인 것은 아니므로

IASCA의 심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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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Sound Deadening -이 용어는 금속 패널의 진동 및 공진을 줄이기 위해 제작 된 표준 유연한

석유 기반 소재를 나타냅니다. Boom Mat, StP, Dynamat, Road Kill 등의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금속 패널 또는 스프레이 캔을 사용하여 패널에 적용 할 수 있는 시트로 제공됩니다.

차량 - "차량"이라는 단어는 모든 모터 구동 자동차, 트럭, 밴, SUV, 크로스 오버 및 미니 밴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IASCA의 정의에 따라 "차량"자격을 얻으려면 평가 중인 사운드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 변속기, 전기 시스템, 전방 및 후방 차축이 있어

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주행 차축이어야 함) 핸들 및 시트가 움직이는 동안 유닛을 제어 할 수 있는 시

트가 있습니다. '견인 차량'이 부착 된 트레일러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위의 모든 기준을 포

함하는 하나의 단위여야 합니다.

벽 - 벽은 차량에 사용되는 서브 우퍼 인클로저 유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IASCA의 정의는 인클로저를 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착 된 장비, 지지대, 패

널 및 브레이스를 포함하여 높이가 25 인치를 초과하는 서브 우퍼 인클로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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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 / SPL CHALLENGE

IASCA RTA / SPL Challenge는 사운드 스펙트럼과 높은 출력 레벨을 통해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사운드 시

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경연입니다.

RTA / SPL 챌린지에는 두 개의 별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RTA"는 전체 주파수 범위의 측정치이며 각 주파

수가 재생되는 수준이며 "SPL"은 시스템이 달성 할 수 있는 데시벨 수를 나타냅니다.

챌린지의 SPL 섹션은 음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테스트 톤, 스윕 또는 베이스 폭탄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체 범위의 사운드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참가자는 공식 IASCA 음질 참조 CD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30 초 동안 트랙을 재생하여 최대 SPL 판독 값을 최대 130 dB까지 올립니다.

일단 심사의 두 섹션이 완료되면 시스템의 SPL 레벨과 RTA 커브의 점수가 전체 시스템 성능 점수로 합

쳐져 승자가 결정됩니다.

모든 심사는 공식 IASCA 측정기로 수행됩니다. RTA와 SPL 판정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이루어지므로 마

이크로폰이 운전자의 청취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스탠드의 받침대 위 약 26인치 높이에

지면과 평행 (수평)으로 배치됩니다.

RTA / SPL 챌린지 테스트의 스펙

RTA / SPL 챌린지에서 경연하는 모든 차량은 Official IASCA Sound Quality Reference CD의 핑크 노이즈 트

랙을 사용하여 90데시벨의 레퍼런스 레벨에서 RTA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시스템이 90dB 레퍼런스 레벨

을 달성 할 수 없다면 달성 할 수 있는 90dB 이하의 가능한 최고 데시벨 레벨에서 평가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든 이벤트의 잡음층이 90dB 레퍼런스 레벨에서 적절한 RTA 테스트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 테스트가 이벤트에서 과도한 잡음을 극복 할 수 있을 때까지 레벨이 5dB씩 증가합니다. 잡음층이 너

무 커서 과도하게 (110dB 이상) 극복 할 수 없는 경우 챌린지는 SPL 실행에만 제한됩니다.

RTA 테스트에서 심사관이 미터를 작동 할 것입니다. 심사관은 결함이 있는 곳을 참가자에게 보여줄 것이

고 개선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테스트의 SPL 부분은 30초가 넘는 "최고"SPL 판독 값에서 측정됩니다. 최고는 130dB입니다. 데시벨 레벨

이 130dB 이상인 시스템은 최대 30점을 기록합니다.

경쟁사는 30초 동안 시스템을 계속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손상을 입히지 않도

록 시스템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RTA / SPL 챌린지 심사 절차

· 참가자는 RTA / SPL 챌린지 경연 지역에 들어가면 평가 준비를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 차량이 이 지역

에 들어간 후에는 "설정 시간"이 없습니다. 참가자는 앰프, 스피커, 서브 우퍼, 이퀄라이저, 프로세서, 크

로스 오버 및 소스 장치를 포함하여 사운드 시스템에 RTA / SPL을 입력 한 후 평가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물리적으로 구성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교체 또는 추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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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영역에서 일단 시트 위치는 RTA / SPL 테스트를 위해 차량이 차선에 들어가기 전 (좌석 이동, 좌

석 안락 의자 등)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판사는 운전석 바닥에 마이크가 있는 받침대를 놓고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마이크를 조정합니다. 스탠

드는 마이크를 좌석 바닥에서 약 26인치 위에 위치시켜 운전자의 대략적인 높이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참가자는 그들이 원한다면이 절차를 감독 할 수 있다. 참가자가 마이크 위치 설정에 만족하지 않고 조정

하려는 경우,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은 RTA 테스트에 사용될 CD를 참가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그것을 CD 플레이어

에 넣고 사용할 트랙으로 갑니다. 

· 심사관은 처음에 SPL 모드에서 미터기를 설정하고 90dB의 기준 레벨에 도달 할 때까지 볼륨을 조정하

라고 참가자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일단 설정되면, 참가자는 CD 플레이어를 설정하여 트랙을 반복하고 차량을 종료하고 측정기로 심사관

과 합류합니다. 

· 테스트는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결과가 기록됩니다.

· RTA 테스트가 완료되면 참가자는 SPL을 측정하기 전에 차량 또는 시스템을 조정할 때 2분이 소요됩니

다. 심사관이 2분 준비 시간이 끝났음을 나타낼 때 참가자는 SPL 판정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

다. 

· 외부에서 시스템을 작동 할 수 없는 참가자는 SPL 판정 중에 차량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조수석에 앉아야 하며 적절한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차

량 외부에서 작동 할 수 있다면 IASCA는 차량 외부에서 시스템을 작동 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 모든 차량 입구와 패널 (예: 창문, 문, 선 루프, 트렁크, 후드, 해치 등)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테스트가

완료 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 중 NO POINT는 열 수 있는 시점입니다. 테스트 중에 열

리거나 열리는 패널은 실행을 무효화하고 참가자는 0점을 받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참가자는 경연준비

가되었다는 신호를 심사관에게 줄 것이다. 심사관이 신호를 받으면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고 카운트 다운

을 위해 "5-4-3-2-1"손가락으로 참가자에게 알립니다. 

· 심사관이 참가자를 가리키면 심사가 시작되어 30 초 동안 계속됩니다. 테스트가 끝나기 5초 전에 심사

관은 다시 한 번 경쟁자에게 "5-4-3-21"손가락을 주먹 카운트 다운에 준 다음 테스트의 끝을 나타내는 "

평평한 손"웨이브를 줄 것입니다. 

·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심사관은 차량에서 마이크와 스탠드를 꺼내 CD를 꺼내고 참가자는 즉시 RTA / 

SPL 영역에서 차량을 제거해야 합니다. 

· 심사관은 참가자의 점수를 점수 시트에 기록하고 배치를 위해 점수 시트를 보관합니다. 

· 동점 일 경우 연장전은 참가자의 SQC 점수로 돌아갑니다. 동률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SQC에서 경쟁

업체의 음조 점수로 평가하며, SQC 연장전 점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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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 마이크 스탠드

RTA 마이크 높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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