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유소년연맹전 

 

2017년 5월 8일 

 

 

안녕하십니까 귀하를 2017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열리는 아시아유소년연맹전에 초대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엔트리폼과 숙박 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관해서 데드라인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회 세부사항은 뒤의 첨부문서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www.fencing-jpn.jp)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cadetcorcuit-jp@fencing-jpn.jp로 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카야마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본펜싱협회장 

마사시 호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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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본컵, 아시아유소년연맹전 사브르대회 

 

대회 상세 일정 

 

일자: 2017년 8월 19일-20일 

 

장소: The Big Whales, Arena, Wakayama 

1-1, Tebira 2 chome, Wakayama City, 640-8319, Wakayama Pref. 

 

조직위원회: 일본펜싱협회 

            +81 3 3481 2379 

            Cadetcircuit-jp@fencing-jpn.jp 

 

대회 일정 

일자 대회 종목 비고 

8월 19일 남자 사브르, 여자 사브르 개인전 

8월 20일 남자 사브르, 여자 사브르 단체전 

 

상세시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참가 선수에 따라서 시간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 

스케줄은 8월 18일 팀매니저 미팅 이후에 결정 됩니다. 

 

8월 18일 금요일 

13:00 - 18:00 등록 

13:00 - 18:00 피스트에서 훈련(가능하다면) 

16:00 -       DT미팅 

17:00 -       팀매니저 미팅 

 

8월 19일 토요일 

09:00 – 15:00 등록 

10:00 -       남자 여자 사브르 개인전 1라운드 

17:00 -       남자 사브르 여자 사브르 파이널 T4 ~ T2 

17:50 -       시상식 

 

8월 20일 일요일 

09:00 – 15:0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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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남자 사브르 단체전 1라운드 

10:30 -       여자 사브르 단체전 1라운드 

15:00 -       파이널 T2, 시상식 

16:00 -       시상식 및 대회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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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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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단체전은 같은 국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전은 16개팀으로 되어야 한다. 

- 단체전 참가비는 60달러이다. 단체전 경기 전날에 반드시 내야 한다. 

 

점수 및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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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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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일까지  

최종 엔트리 (기명엔트리) - 2017 년 8 월 2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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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 증명서와 상위 8 위까지 디플로마를 제공해야한다. 

각 경기의 상위 4 위까지는 메달을 수여한다.  

 

숙박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호텔을 지정했습니다. 귀하 스스로 다른 호텔을 구하셔도 됩니다. 조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a) Daiwa Roynet Hotel Wakayama 

싱글 11,00엔, 트윈 10,500엔, 트리플 10,000엔(1박, 1인당) 

(b) Wakayama urban Hotel 

싱글 9,500엔, 트윈 9,000엔, (1박, 1인당) 

(c) Smile hotel Wakayama 

싱글 9000엔, 트윈 9000엔 (1박, 1인당) 

(d) Hotel Landmark Wakayama 

싱글 9500엔, 트윈 9000엔 (1박, 1인당) 

 

 위의 4개의 호텔을 예약하려면 저희 호텔에이전시로 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에는 조식과 

서비스 차지 그리고 세금 포함입니다. Hideki.ishii@keio-kanko.co.jp / Mr. ISHII Keio 트레벨 

에이전시 

숙박 예약할시에는, 지불은 신용카드로만 받습니다. 다른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매니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송(공항) 

공항리무진버스 서비스는 간사이공항에서 와카야마 JR 역(동문)까지 입니다. 어떤 버스들은 도시 

센터에 멈추기도 합니다. 40분 걸립니다. 공항에서 와카야마까지 비용은 일인당 1150엔 입니다.  

(왕복은 1인당 2100엔입니다.14일까지 입니다.) 

 

호텔 경기장 수송 

기본적으로 공식 수송 서비스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와카야마 기차역 근처 호텔역에 

머무신다면 택시로 3-4분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1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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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신청서를 찾아서 채운뒤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공식언어는 영어 입니다. 

 

비자 신청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