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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클래스 기술규정  (MINI) 

4부  BMW 미니 챌린지 특별규정 

 

 
1. 스포츠운영 규정 

1.1 본 규정은 2019 슈퍼레이스 BMW 미니 챌린지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다. 

1.2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은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규정을 따른다. 

1.3 일정 

 일정 장소 비고 

트랙 익스피리언스 4월 27~28일 용인 스피드웨이 슈퍼레이스 

1전 5월 25~26일 용인 스피드웨이 슈퍼레이스 

2전 6월 15~16일 영암 KIC (제2트랙) 슈퍼레이스 

3전 7월 05~06일 인제 스피디움 슈퍼레이스 

4전 8월 31일~9월 01일 인제 스피디움 슈퍼레이스 

5전 10월 06일 영암 KIC (제2트랙) 슈퍼챌린지 

6전 10월 26~27일 용인 스피드웨이 슈퍼레이스 

 

1.4 참가자격 및 제한 

항목 조건 적용 

 

라이선스 

KARA 국내C 라이선스  

전 클래스 KARA 국내B 라이선스 이상 소지지가  

하향 취득할 경우 SOC 심사 필 

모터스포츠 경험 유/무 유 경험자의 경우 SOC 심사 필 

 

1.5 클래스 구분 및 참가차량 

클래스 명 차종 엔진 비고 참가비 

Cooper JCW Cooper JCW (F56) 2.0 가솔린 터보 231마력  20만원 

(vat별도) Cooper S Cooper S (F55, F56) 2.0 가솔린 터보 192마력  

Cooper LADY Cooper (F55, F56) 1.5 가솔린 136마력 여성전 

 

1.5.1 미니 챌린지는 아래와 같이 3개 클래스로 나뉘며 참가 가능차량은 BMW코리아에서 출고된 

MINI Cooper F55, F56 이다. 

1.5.2 Cooper LADY에는 여성 참가자만 참가가 가능하다. 
 

1.6 경기방식 미니 챌린지는 각 참가자가 기록한 랩 타임으로 순위를 겨루는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진행된다. 

1.6.1 타임 트라이얼은 슈퍼레이스 예선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규정을 따른다. 

1.6.2 각 참가자는 정해진 주행시간 동안 기본 안정규정을 준수하며 자유 주행할 수 있다. 그 주행시간 

동안 기록된 랩 타임 중 빠른 기록 순서로 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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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포인트 

1.7.1 1, 2, 3차 별 순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포인트가 부여된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포인트 22 18 15 13 11 9 7 5 3 1 

 

2. 차량기술 규정 

2.1 본 규정에서 허용된 변경을 제외한 참가차량의 모든 것은 출고상태와 동일해야 하며 그 유지는 

참가자의 의무이다. 

2.2 최저중량 

클래스 명 최저중량 (Kg) 

Cooper JCW 1310 

Cooper S F55 1335 

F56 1280 

Cooper LADY F55 1315 

F56 1225 

 

2.3 의무장착 

아래 품목은 SOC 지정품을 장착해야 한다. 

2.3.1 견인고리 

2.3.2 소화기 및 거치대 

2.3.3 타이어 

2.3.4 브레이크 패드 

2.4 허용 

2.4.1 윤활유 및 작동유 자유 

2.4.2 윈도우 틴팅 

측면 윈도우, 후면 윈도우에 투과율 30% 이상의 틴팅 필름을 부착할 수 있다. 

2.5 예외 

2.5.1 대회기간 중 차량 파손 

대회 주행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차량기술규정 2.1 위반에 대해서는 2.2 조항이 만족되는 

조건으로 SOC가 승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