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유소년 연맹전
플러레 대회
2017 년 6 월 9 일

회원국 귀하

2017 년 7 월 29 일부터 30 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17 싱가포르 유소년
월드컵대회(FCA 유소년 연맹전)에 귀하를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 아시아유소년 연맹전 플러레 대회(싱가포르 유소년 펜싱월드컵)에 구 ㅣ협회를
통해 등록해주시기 바라며, 각 양식들의 마감기한을 확인하시고, 마감기한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에 관한 세부정보도 함께 송부드립니다.
만약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admin@fencingsingapore.org.sg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싱가포르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펜싱협회

대회 세부정보
일

시 : 2017 년 7 월 29 일-30 일

경 기 장 : OCBC Arena Basement 1 Hall 6
5 Stadium Drive, Singapore, 397631
조직위원회 : 싱가포르펜싱협회
Tel) +65-6702-3740 Email) admin@fencingsinggapore.org.sg
경기일정
-7 월 29 일 : 남자 플러레 (개인전)
-7 월 30 일 : 여자 플러레 (개인전)
. 세부 일정은 대표자회의 이후 공지될 예정임.
참가
- 개최국은 최대 64 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고, 참가국은 20 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 다른 대륙에서 온 선수는 참가가 가능하며,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선수는 각 연맹에 의해 확인되어야한다.
- 모든 참가 선수는 대회 개최 연도의 12 월 31 일에 최소 13 세 이상 16 세 이하
여야한다 (같은 해 AJC 와 WJC 와 동일한 조건)
- 예외적으로, 대회 당시 10 세 이상인 선수는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고 협회가 승인한
경우 참가할 수 있다.
-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FCA 에 따른 아시아 라이센스가 있어야한다.
-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유소년 선수는 1 주일 전에 FCA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개최국은 FCA 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장비/유니폼
- 선수들은 FIE 에서 공인한 유니폼 / 장비 (의류는 800 NW, NW 마스크는 1600 개,
의복 / 플라 스트론 아래는 800NW, FIE 공인 블레이드)를 사용해야한다.
- 선수들의 도복 뒤쪽에는 이름을 새길 필요는 없으며, 공식 연맹 (학교, 클럽 등)
이외의 표시가 있는 유니폼도 허용한다.
참가비
- 유소년 선수는 FCA 로부터 15 달러(US)의 연간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한다.
- 개인전 경기에 대한 참가비는 40 달러(US)이며, 조직위원회에 납부한다.

점수 및 순위
- 한 시즌 동안 종목당 적어도 3 회의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계획이다.
- 전체

랭킹은

현재

아시아청,유소년대회와

유소년선수들의

대회

결과

3

가지를

합산하여 책정된다. 차기 아시아청,유소년대회 시드배정 시 적용된다.
- FIE 공식 점수 부여 규정이 적용된다.
랭킹을 위한 점수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이 참가선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참가자 수 :
참가 선수 수

5-7 개국

8-12개국

13개국 이상

30명~50명

1

1.5

2

51명~100명

1.5

2

2.5

101명 이상

2

2.5

3

아시아 / 오세아니아 국가가 3 개 미만이거나 30 명 미만의 선수(적어도 30%는
외국인)가 참가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FCA 는 대회기간 동안 획득한 점수를 토대로 전체유소년대회 순위를 표로 작성해야한다.
심판 및 임원
참가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심판을 동반해야한다.
1명 ~ 4명 - 심판 0명
5명 ~ 9명 - 심판 1명
10명 ~15명 - 심판 2명
16명 ~20명 - 심판 3명
- 만약 할당된 심판 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국내 또는 국제적인 심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심판이다.
- 대회 개최국은 반드시 다른국적의 FIE 라이선스를 소지한 2명 이상의 심판을 초청해야하고,
FCA는 참가 심판들 중에서 대회 공식 심판위원 한명을 지정한다.
대회시스템 / Formula
일반적으로 FIE 의 기술 및 대회 규정을 따른다.
대회 구성
30~50 명의 선수 : T-32 에서 2 라운드의 풀과 "repechage"가있는 디렉트 엘리미나시옹
테이블
51~100 명의 선수 : T-32 에서 1 라운드의 풀과 "repechage"가 있는 디렉트
엘리미나시옹 테이블

101 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 경우 : 1 라운드의 풀 “repechage”가 없는 디렉트
엘리미나시옹 테이블
디렉트엘리미나시옹

앞의

라운드에서는

최소

20%

및

최대

25%의

참가자가

제거되어야한다.
엔트리 마감
 예비 엔트리 (수엔트리

) - 2017 년 7 월 2 일까지

 최종 엔트리 (기명엔트리) - 2017 년 7 월 16 일까지
엔트리비 납부

- 2017 년 7 월 28 일 대표자회의 이후

경쟁 방식
- 펜싱 경기는 현행 FIE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한다.
- 규칙의 해석이 불일치 할 경우 최신 영어판이 우선한다.
- Directoire Technique 는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처리해야한다.
수상
- 상위 선수 4 명에게는 메달을 수여하고, 상위 선수 8 명에게는 디플로마를 수여한다.
공식 호텔
- 참가선수단은 스스로 숙소를 마련해야하며, 경기장까지의 수송 또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Stadium MRT station 이다.
- 경기장 지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언어
공식언어는 영어이다.
입국관련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참가자는
여행하기 전에 현지 싱가포르대사관에 비자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일반 정보
(i) 통화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하며, 은행, 호텔, 공항 및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1.4 싱가포르 달러는 약 1.0 미국 달러이며, 신용카드 사용 가능하다.

(ii) 날씨 및 복장
싱가포르는 덥고 습한 기후가 1 년 내내 지속되며 평균기온은 24 도에서 32 도이다.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는 비가 오기도 한다. 얇은 옷이 적합하다.
(iii) 전기
싱가포르의 전압은 220-240 볼트이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lonelyplanet.com/worldguide/singap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