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유소년연맹전 

 

2017년 6월 12일 

호주펜싱협회와 퀸즈랜드 펜싱협회는 귀하를 아시아유소년연맹전 에뻬 호주 브리즈번대회에 

초대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엔트리와 숙박 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데드라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회 상세사항은 다음의 페이지에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즈번에 서 뵙기를 바랍니다. 

 

 

호주펜싱협회장 

퀸즈랜드펜싱협회장 

 

 

 

 

 

 

 

 

 

 

 

 

 

 

 

 

 

 

 

 

 

 



대회 상세 정보 

 

일자: 2017년 7월 22일-23일 

주최: 퀸즈랜드펜싱협회, info@qfa.org.au 

장소:  

Yeronga Park Sports Centre  
154 Villa Street  

Yeronga QLD 4104 

 

대회 스케줄 

 

일자 종목 

7월 21일 1700-1930 장비검사 

7월 21일 1800-1900 팀매니저회의 

7월 22일 남자 에뻬 개인전 및 여자 에뻬 단체전 

7월 23일 여자 에뻬 개인전 및 남자 에뻬 단체전 

 

상세 정보는 팀매니저 미팅 이후에 확정됩니다. 

 

참가 

주최국은 최대 64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주최국 외 국가는 최대 20명까지 입니다. 다른 

대륙에서 온 선수들은 환영 받고 같은 조건에서 참가 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소속 국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최소 13세 여야 하며 16세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같은 해 세계쥬니어대회와 

아시아쥬니어대회 의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10세 미만의 선수의 경우 참가에 있어서 부모와 소속 국가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모든 참가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아시아연맹이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어야한다. 아시아라이센스. 

 

타당한 아시아라이센스를 가진 유소년 선수 중 시즌의 유소년대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 대회 

일주일 전에 FCA 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해야한다. 주최국은 아시아라이센스와 FCA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라이선스와 등록 



아시아라이센스와 대회 등록은 아시아연맹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상세 디테일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유소년 선수들은 반드시 FCA로 라이선스 등록과 연회비 15USD를 내야한다. 

  

대회 엔트리비는 일인당 40USD(개인당)이고 단체전은 60USD(팀당)이다. 이 비용은 

조직위원회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비 및 도복 

선수들은 반드시 표준 FIE 유니폼 / 장비 (의류는 800 NW, NW 마스크는 1600 개, 의복 / 플라 

스트론 아래는 800 NW, FIE 공인 블레이드)를 사용 해야합니다. 선수의 유니폼 뒤에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의 표시가 있는 유니폼의 경우 공식 협회 (예를 들어 학교, 클럽 등)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와 랭킹 

- 전체 랭킹은 현재 아시아청,유소년대회와 유소년선수들의 대회 결과 3 가지를 합산하여 

책정된다. 차기 아시아청,유소년대회 시드배정 시 적용된다.  

 

FIE 점수 부여 규정 

참가자 수에 따라 순의 에서 점수에 대한 곱셈 계수를 통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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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 미만이고 30 명 미만의 선수 (적어도 30 %의 외국인)는 

점수를 획득 할 수 없습니다. FCA는 포인트를 기반으로 전체 아시아 유소년 순위를 표로 

작성해야합니다 

경쟁 중에 수여됩니다. 

 

심판 및 임원 

참가국은 반드시 자격있는 심판과 동행해야하며 쿼터는 다음과 같다. 

 

1-4명의 선수: 심판 필요 없음 

5-9명의 선수: 1명의 심판 필요 

10-15명의 선수: 2명의 선수 필요 

16-20명의 선수: 3명의 선수 필요 

 



심판 쿼터에 대해 존중이 없는 경우 500USD에 대한 제재금이 부과 된다. 

자격을 갖춘 심판은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자격과 경험이 우수한 자여야 한다. 

개최국은 다른 국가 출신의 FIE 면허를 소지 한 심판 2 명 이상을 제공해야한다. FCA는 참가 

심판 중 한 명을 공식 심판 대표로 지명한다. 

 

대회 시스템 및 형식 

보통, FIE 기술 및 대회 룰이 존중 된다. 

 

대회 형식 

30 명에서 50 명의 fencers : 2 라운드의 풀과 T32의 "repecharge"가있는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32강. 

 

51-100명의 선수 : 풀 라운드 한 개와 T32의 "리피터"가있는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32강 

 

101 명 이상의 선수가있는 경우 : 1 라운드의 풀과 그 뒤를 이어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시작.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전부터, 최소 20% 그리고 최대 25%의 참가자가 제거 되어야한다 

 

엔트리 마감 

수엔트리 마감 – 6월 23일 

최종엔트리 마감 – 7월 7일 

수송 예약 마감 – 7월 7일 

 

대회 운영 

펜싱 경기는 현행 FIE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실시 되어야한다. 규칙의 해석이 불일치 할 경우 최신 

영어판이 우선한다. 

DT는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처리 해야합니다. 

 

수상 

조직위원회는 참가 확인증과 디플롬을 상위 8명에게 수여한다. 상위 4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FCA에서 메달을 수여한다. 

 

숙박 

방문 선수단은 스스로 호텔 예약 해야합니다. 근처 호텔에 대해서 할인된 호텔 가로 적용됩니다. 

 
(a) Rydges Southbank Hotel 9 Glenelg St, South Brisbane  

싱글트윈: AU$229/1박당 객실가  



3인실: AU$289/1박당 객실가  

Rates includes breakfast  

Bookings website: https://www.rydges.com/private-page/asian-cadet-fencing-circuit-

brisbane/ 

 

 

(b) Swiss-Belhotel Brisbane 218 Vulture Street South Brisbane  

10% off lowest rate  

Rate DOES NOT INCLUDE BREAKFAST (can be purchased at onsite restaurant)  

Bookings website: http://www.swiss-belhotel.com/QFA17 

 

수송 

운송료를 지불하면 양방향 공항 교통편 (제한된 요일 및 시간대)과 일일 양방향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호텔에 머무르는 참가자들에게만 교통편이 제공 됩니다. (위의 내용 

참조). 운송료는 1 인당 US $ 80입니다 (운동 선수 및 동반자). 모든 도착 및 출발 항공편 세부 

정보는 첨부 된 Form C에서 2017 년 7 월 7 일까지 제출 하십시오. 

 

지불 

방문 팀은 위에 제공된 예약 코드를 사용하여 최대한 빨리 공식 호텔을 예약하고 숙소에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참가비 및 운송료는 2017 년 7 월 21 일 금요일 팀 매니저 미팅 전에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언어 

아시아 유소년 연맹전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비자 관련 

호주 방문객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해야합니다. 다음 비자 유형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적용됩니다. 

전자 여행 당국 비자 (서브 클래스 601) 

이 비자는 원하는 만큼, 최대 1 년 동안 호주를 여러 차례 방문 할 수 있으며, 방문 할 때마다 3 

개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여권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브루나이 - 다루 살람; 홍콩 (SAR PRC);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한국) . ETA(전자 여행 관련 부서)에는 비자 신청 수수료가 없지만 온라인 신청에는 20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비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확실하게 비자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