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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PART　A: 대회관련 일반규정

제 1 장

소   개

적용
o.1

FIE 공식 대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o.2

1. F.I.E.의 공식대회는 F.I.E.에 가입한 국가들의 모두에게(개인, 단체) 개방되어진다.

2. 그들의 직함이 어떠한 것이든 참가자나 선수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당해에 유효한 국제 라
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정관 9장 참조)

대회 종류
o.3

본 규칙은 아래에 열거하는 F.I.E. 공식대회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올림픽대회의 펜싱 경기
- 모든 카테고리(등급)의 세계선수권대회
- 그랑프리 대회 
- 모든 월드컵 대회(주니어, 시니어)
- 지역 선수권대회(주니어, 시니어)
- 위성대회(satellite competitions)

월드컵대회 기준
승인

o.4
개인전 대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드컵대회로 인정받거나 유지될 수 있다.

1. 다음의 선수들이 참가해야 한다:

- 유럽내 시니어 대회에서는 최소한 8개국 참가
- 유럽 외의 시니어 대회에서는 최소한 5개국 참가
- 청소년 대회에서는 최소한 5개국 참가

2. 참가는 최소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유럽내의 시니어 개인전 대회에서 적어도 5개국에서 FIE 공식 순위의 상위 32위에서 10

명의 선수가 참가해야 한다(유럽 외의 대회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3. 대회는 다른 국적의 최소 4명의 FIE A급 또는 B급 심판이 참석해야 한다.

4. FIE 규칙과 상기 대회를 위한 지침서는 충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SEMI에서 
승인한 심판기를 사용해야 한다.

5. 결승은 관중석이 확보된 경기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 최대 2회전으로 뿔 회전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삐스트가 있어야 한다.

7. 결승전 동안 조직위원회는 삐스트 위에 선수의 이름과 국적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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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달 시상식을 위해 FIE 프로토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FIE 행정규정 참조).

9. 대회 전체 기간동안 시합장에 메디컬 의사가 있어야 한다.

10. FIE 규정을 따라 의무적으로 도핑테스트가 있어야 한다 (o.107, FIE 도핑규정 참조).

제 2 장

용  어

아쏘(Assaut), 마치(Match)

o.5 두 명의 경기자간의 개인전 경기에서 일반적인 대전을 ‘아쏘(Assaut)’라 하며, 이 대전의 결과  

가 점수로 기록되어 질 경우에는 ‘마치(Match)’라고 부른다.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서 세 부분(section)을 Period라고 한다.

단체전(o.6)의 9개의 시합(bout)각각을 릴레이(relay)라고 한다.

랑꽁뜨르(Rencontre)

o.6 서로 다른 두 단체사이에 진행된 ‘경기(Relay)’전체를 ‘랑꽁뜨르(Rencontre:단체전, match)’라   
한다.

에쁘뢰브(Epreuve)

o.7
1. 대회의 승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마치’(개인전인 경우), 또는 ‘랑꽁뜨르’(단체전인 경우)의 

전체를 에쁘뢰브(Epreuve:대회)라 한다.

2. 대회는 종목, 선수의 성별, 연령, 대회성격(개인전 또는 단체전)에 따라 구별되어진다.

뚜르누아(Tournoi)
o.8 뚜르누아는 같은 장소,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의 대회에서 치러지는 개인전과 단체전의 수를  

말한다.

샹피오나(Championnat)
o.9 한 협회, 한 지역, 또는 세계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종목별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단체를 정하  

기 위하여 거행되는 대회를 샹삐오나(Championnat:선수권대회)라 한다.

제 3 장

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o.10

1. 조직위원회는 대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전체를 말한다.

2. 조직위원회는 각 대회의 지침의 각 부분들을 숙지해야한다.

FIE 사무국
o.11

FIE 사무국은 제 o.12에 명시된 것처럼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유소년선수권
대회에서 DT의 활동을 통제한다.

FIE에 따른 감독
o.12



대한펜싱협회 (국제펜싱연맹 2020)                   

Korean Fencing Federation

1. 규칙을 감독할 목적으로 FIE 회장과 구성원은 모든 DT 회의와 FIE임원 대표자 회의에 참
석할 권리가 있다. DT는 이들에게 이러한 회의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FIE 사무국이나 지명된 대표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른 논쟁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

2.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하는 징계에 관한 것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FIE 사무국  
또는 지정 대리인의 책임이다. 징계조치와 관련(t.143.4 과 t.175.2)

FIE에 따른 기술임원(Technical Delegate)

o.13

1. 지역종합경기대회를 위한 올림픽규정에 따라 FIE를 대표하는 FIE 기술대표는 기술 능력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견 후 FIE 회장에 의해 지명된다.

2. 이러한 대표자의 비용(일반석 항공권, 호텔, 식사)은 조직위원회에서 지불한다.

D.T(기술집행부)

o.14

대회 기술 운영은 DT가 맡으며 DT 활동의 역할 및 범위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다(t.97,

o.56-62 참조)

공식대회에서 DT와 FIE 임원     
o.15

1. 다른 특정 분야의 권한 외에도 FIE에 의해 대회의 기술적 관리는 DT에 위임된다.

2. DT의 구성원과 FIE의 다른 공식 대표는 팀 캡틴, 협회 공식임원, 심판, 선수 등과 같이 대
회에서 다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3. Directoire Technique과 FIE의 공식 대표자는 발생할 수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가 원활
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벤트에 참석해야한다.

4. Directoire Technique 및 FIE의 공식 대표단의 모든 결정은 선수 및 임원이 확인할 수 있도
록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게시판에 게시되어야한다. 원칙적으로 선수와 임원은 대표단의 대표
로부터 정보를 얻고 일정표의 변경 등 게시된 문제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DT의 지명    
o.16

DT는 대회운영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한다.

1.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게임
a) 올림픽 게임의 경우, Directoire Technique는 여섯 명의 다른 국가로 구성되며, 그 중 하

나는 대회가 열리는 국가를 대표해야한다
b) 세계 선수권 대회의 경우, Directoire Technique는 다른 국적의 8 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하나는 개최국을 대표해야한다
c) Directoire Technique (위원장과 나머지 구성원들, 그 중 한 명이 protocole을 책임지게 

될 것임)은 FIE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2. 월드컵대회와 그랑프리 대회
a) DT는 주최국이나 주최국이 초청한 3명으로 구성된다.

3. 베테랑세계선수권대회
a) DT는 다른 국적의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한 명은 주최국을 대표해야 한다.

DT의 권한
o.17

1. DT의 직능은 대회의 엄격한 운영을 포함하며 FIE 다른 대표자들의 책임은 예외이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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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2, o.19, o.20, o.21, o.22). DT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절대적  
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을 떠나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DT는 대회 기술 운영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보장하는데 책임이 있다.

3. 즉:

a) 조직위원회, DT, FIE 임원 대표자들, 그 외 FIE 담당자 간에 협력을 보장 한다;

b) 등록을 확인하다;

c) 뿔과 엘리미나시옹 디렉트를 작성 한다;

d) 삐스트를 배정 한다;

e) 대회(들) 진행을 감독 한다;

f) 조직위원회의 도움으로 결과를 확인 한다;

g) 선수, 임원, 심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다음 경기를 준비 한다;

h) 결과 배표를 감독한다.

4. DT는 대회에서 징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집단의 독립체로서만 이다.

DT내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DT위원장의 투표가 결정적이다.

심판위원장, SEMI위원장, 의료위원장 지명
o.18

심판위원장은 FIE 심판위원이어야 한다. SEMI위원장은 FIE SEMI위원이어야 한다. 의료위원
장은 FIE 의료위원이어야 한다.

1.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게임
1명의 심판위원장 대표와 5명 이상의 심판위원장, 1명의 SEMI위원장 대표와 2명 이상의   
SEMI위원장, 3명의 의료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된
다.

2. 그랑프리대회
2명의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지명된다.

3. 시니어월드컵
1명의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지명된다.

4. 세계베테랑선수권대회
1명의 심판위원장, 1명의 SEMI위원장, 2명의 의료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SEMI 위원장의 직능
o.19

1. SEMI위원장들은 기술적인 설치와 다양한 장비에 대한 승인을 확인한다.

2. SEMI위원장들은 선수들의 장비검사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감독한다.

3. 그들은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  

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4. 그들은 경기 중에 장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보조한다.

심판위원장의 직능
o.20

1. 심판위원장의 직능은 대회의 엄격하고 완전한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원활하게 대회를 운  
영해야하는 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심판은 절대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을 떠나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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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a) 대회 전날 심판회의를 진행한다.

b) 각 시합 전날 심판 명단을 결정한다.

c) 심판의 활동을 감독하고 t.50ss에 명시된 대로 선택한다.

d) 항의를 검토하고 t.171에 명시된 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3. FIE 대회(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게임 포함) 동안 규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심판위원

장은 시합 시작에서 종료시점까지 심판의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   

람이다.

4. 게다가 심판위원장은 대회에서 징계에 책임이 있다. t.139ss에 권한 범위가 정의되어 있다.

의료 위원장의 직능
o.21

1. 의료위원장의 직능은 의료의 엄격하고 완전한 운영해야 한다. 의료위원장은 규칙을 준수하
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을 떠나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따라서 의료위원장은:

a) 의료서비스 확인 및 진행 감독
b) 도핑검사 감독
c) t.45에 따라 부상이나 경련 발생 시 의료상황을 진단 및 치료를 감독한다.

감독관
o.22

1. 그랑프리대회와 시니어, 주니어 월드컵대회와개인전, 단체전 조직위원회는 주최국과 다른 
국가의 FIE 감독관의 참석을 보장해야 하며 대회가 월드컵대회 기준을 적절히 이행하는 지
를 감독한다.

2. FIE 사무국의 추천에 따라 FIE 집행위원회가 감독관을 지명한다.

3. 심판위원장, SEMI위원장, 의료위원장이 없는 대회의 경우에는 감독관은 각 기능을 모두 수

행한다.

4. 감독관은 월드컵대회와 그랑프리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들을 해결한다.

5. 감독관의 항공, 식사, 숙박비는 FIE 집행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준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o.23 감독관은 다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

- FIE 위원회 위원
- FIE 집행위원회 위원
- 그룹의 구성원으로 대회 조직에 경험이 있으며 집행위원회에서 지명된 사람

심판
o.24

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심판은 심판위원회 제안으로 FIE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심판들로 
이루어진다.

2. 심판의 여행 및 숙박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지불하며 참가자는 기타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를 수령한다.

3. 심판은 세계선수권대회 전날 열리는 심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o.25

1. 주니어 월드컵대회와 위성대회에 참가하는 팀이 대동해야 하는 FIE A 또는 B급 심판의 수 
1-4명의 선수: 의무가 아님
5-9명의 선수: 심판 1명
10명 이상의 선수: 심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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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월드컵 단체전: 심판 1명

주니어 월드컵대회와 위성대회에서 심판 이름(심판을 보는 대회 종목의 FIE 카테고리를 
소지해야 한다)은 대회 7일 전에(자정, 로잔 시각) FIE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2. 각국의 협회는 필요한 인원의 심판을 대동하지 않을 경우 벌금(o.31. 패널티 및 벌금표 
참조)이 부과 받게 된다.

o.26

1. 베테랑 세계 선수권 대회의 심판은 심판위원회가 조직위원회와 베테랑 위원회의 사정에 따
라 선발하고 FIE 집행위원회가 임명 한 심판들에 의해 수행된다.

심판은 세계 선수권 대회 전날 심판 회의에 참석해야한다.

2. 시니어 월드컵 대회, 그랑프리 및 월드컵 팀 경기의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제안한 8 명의 
심판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명되며 대표단은 심판을 제공 할 필요가 없다. 추가 심판 (5

명 이상)은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다. 모든 심판의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며, 이는 
대회 참가비로 보전한다.

보조인원
o.27

조직위원회는 다음을 지명한다:

1. 점수 기록원 및 시간 계측원
조직위원회는 그들의 책임 하에 뿔, 마치, 랑꽁뜨르의 기록지와 득점 게시판을 담당하는 점
수 기록원과 마치 동안 시간을 재는 시간 계측원을 임명한다.

결승전에서 DT는 시간 계측원, 점수 기록원, 심판기 담당자를 감독하기 위해 가능한 중립
국의 대표자나 심판을 지명한다.

2. 조직위원회는 기계의 작용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그 기계가 신호하는 사항과 경기 중에 일
어나는 예상치 못한 현상을 심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3. 전문가
a)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에서 전기 장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전문가는 DT의 감독을 받는다.

b) 전문가는 전자 장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심판이나 DT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
으로 자문을 받는다.

c) 참석한 FIE의 장비위원회(SEMI) 위원은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권으로 선출된
다.

4. 수리 전문가
각 경기에서 조직위원회는 전기 장비와 가능하다면 선수의 개인 전기 장비를 수리하기 위
해 자격을 갖춘 수리 전문가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장비검사

o.28

조직위원회의 장비와 선수의 장비 검사는 장비규정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 지명한 자격을 갖
춘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지명된 SEMI 위원이 있다면 장비 검사는 SEMI위원이 실시하거나 
이들의 통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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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회 참가신청

o.29

1. 13번째의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FIE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FIE 공식대회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2. FIE 공식유소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가 열리는 전해의 12월 31일 자정에 17세 이하 
여야 한다.

3. FIE 공식청소년대회 개인전,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가 열리는 전해의 12월 31일 
자정에 20세 이하여야 한다(o.30 참조).

4. 위의 조항과 달리 모든 다른 FIE 공식 대회에서 참가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다. 단 베테랑
대회 카테고리에서는 예외다.

5. FIE 공식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FIE 공식대회에 참가하는 미성년자인 모든 참가자는 다  
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a) 참가자의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참가자를 대신하여  
역할을 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대회가 열리는 국가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위임  
된 사람을 동반해야 한다.

b) 성년이며 대회 동안 경기장에 있고 위임된 위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임권에 기술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6. 베테랑 대회의 연령대 그룹은 다음과 같다:

a) 50-59세: 대회년도에 세 이상 60세 미만
b) 60-69세: 대회년도에 세 이상 70세 미만
c) 70세+: 대회년도에 세 이상

o.30

다음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선수만이 현재 시즌의 FIE 공식  
주니어 대회에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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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금 액 지불기한
받는 

사람
지불인

세계선수권대회

마감일 이후  참가 

등록

o.56 등록당 150유로 등록과 함께 FIE 국가 협회

마감일 이후 다른 FIE

대회 참가 등록, 대회 

직전의 화요일까지

o.61.4 a) 등록당 150유로 등록과 함께 FIE 국가 협회

마감일 이후 다른 FIE

대회 참가 등록, 대회 

직전의 수요일부터 

대회 당일(정오,

현지시각)까지

o.61.4 b)
등록당 250유로

등록과 함께 FIE 국가 협회

참가신청을 한 선수나 

팀이 불참하는 경우

o.85.4,

o.87.3,

o.61.5

선수나 팀당 

500유로

벌금 통보를 

받았을 때
FIE 국가 협회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선수나 팀의 참가

혹은 현재 시즌의 

유효한 FIE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o.61.6
참가당 

1000유로

벌금 통보를 

받았을 때
FIE 조직위원회

요구된 심판 인원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25.1.b

심판 한명 당  

1000유로

조직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는 

동시에

조직위원

회
국가 협회

초청장 데드라인 기한 

준수 하지 않을 경우
o.51 1000 유로

벌금 통보를 

받았을 때
FIE 국가 협회

대륙별선수권대회의 

초청장 발송 데드라인 

기한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o.52 500 유로
벌금 통보를 

받았을 때
FIE 국가 협회

제 5장

패널티 및 벌금

o.31 패널티 및 벌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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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대회 사전 준비

제 1장

프로그래밍

o.32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프로그램을 조직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o.33

1. 일정표는 게시되고, 통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두 마치 사이에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휴식시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정표는 어떤 선수도 실질적으로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자정이 지난 후 뿔이나 마치, 랑꽁
뜨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상기 대전이 자정을 훨씬 지나 끝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도 역
시 시작할 수 없다.

2. 결정된 형식이 어떠하든 결승전은 결과가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현
지 일정을 고려하여 시작해야 한다.

o.34

일정표에서 선수의 장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최소 한 
종목당 최소 하루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o.35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에서의 모든 개인전과 단체전의 1회전 대진표는 적어도 대회 전
날 16:00(현지시각)까지 게시되어야 한다(t.175참조).

세계선수권대회
o.36

세계선수권대회의 프로그램은 12개의 경기(개인전 6/단체전 6)로 구성되어야한다.-남자 플러레 
여자 플러레/ 남자 에뻬, 여자 에뻬/ 남자 사브르, 여자 사브르

청소년,유소년세계선수권대회
o.37

청소년,유소년 세계선수권대회는 12종목의 개인전(청소년 6/유소년6)과 청소년의 단체전 6종
목으로 구성된다. 남 플러레, 여 플러레, 남 에뻬, 여 에뻬, 남 사브르 및 여 사브르. 유소년 
대회 개인전 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대회 개인전과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회 단체전에 이른다.

o.38

세계유소년선수권 대회를 위한 뿔의 구성을 위하여 기술집행부(D.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시드배정을 한다:

1/ 전년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상위 8위 이내의 선수
2/ 해당 시즌 F.I.E. 청소년 공식 순위에서 상위 64위 위치한 선수
3/ 전년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상위 9위에서 32위 이내의 선수
4/ 해당 시즌 F.I.E. 청소년 공식 순위 65위에서 최종 순위자
5/ 각 국가 협회에서 작성한 선수들의 참가 명단 순서
6/ 기술 집행부 결정

베테랑세계선수권대회
o.39

1. 베테랑세계선수권대회는 총 24개의 이벤트, 18개의 개인전 - 각 종목 3개의 카테고리 - 6

개의 단체전 - 남자 플러레, 여자 플러레, 남자 에뼤, 여자 에뻬, 남자 사브르, 여자 사브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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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대회일정은 반드시 모든 종목의 선수에게 허락 받아야한다. 단체전은 대회 마지막
날에 각 종목 3개의 카테고리에서 진행된다.

2. 대회 일정이 나온 이후에는 어떠한 대회에서도 일정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3. 각 대회는 반드시 하루에 열려야 하며, 활동이 없는 긴 일정을 피한다.

o.40

.........................

월드컵대회 단체전
o.41

1. 적용
청소년, 시니어 월드컵 단체전은 남녀 세 종목에서 실시된다.

2. 원칙
a) 시니어 월드컵 단체전은 가능하다면 전 대륙으로 나뉘어져서, 최대 5개의 일체화된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로 구성되며, 포인트는 각 대회가 끝나고 부여된다.

청소년 월드컵 단체전은 4개의 일체화된 대회로 구성되며 포인트는 각 대회가 끝나고 부
여 된다.

b) 팀은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교체 선수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c) 경기는 팀 릴레이 형식에 따라 경기규칙 o.99에 따라 진행된다.

3. 참가
단체전 참가는 모든 국가에게 열려 있으며 종목별 한 국가마다 한 팀으로 제한된다.

대륙별 선수권대회
o.42

1. FIE가 인정한 대륙별 선수권대회는 시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와 주니어 대륙별 선수권대회  
이다. 다른 기타 대회는 대륙별 연맹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베테랑 대회, 23세이하 대회,

유소년(cadet) circuit 등)

2. 시니어 대륙별 선수권대회는 총 12개의 이벤트로 구성된다. 6개의 개인전, 6개의 단체전 경  
기이다.(남자 플러레, 여자 플러레, 남자 에뼤, 여자 에뻬, 남자 사브르와 여자 사브르)

3.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는 총 6개의 개인전과 6개의 단체전으로 구성된다.(남자 플러레,

여자 플러레, 남자 에뼤, 여자 에뻬, 남자 사브르와 여자 사브르)

4. 대회는 행정규정(정관 9.4.3)과 o.100, o.101 및 o.102(o.102.1의 첫 번째 문장과 o.102.2)를 따  
라 구성된다.

5. 시니어와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의 경우 각 종목마다, 각국 협회는 4명까지 참  
가 시킬 수 있다. 시니어와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의 단체전의 경우 각 종목마다 각 국  

협회는 1개의 팀(3명의 선수와 1명의 후보선수, 후보선수 없이도 가능)만 참가 시킬 수 있다.

올림픽대회
o.43

올림픽대회의 펜싱경기는 현재 12개 종목이다. 종목 수의 변경은 총회에서 승인해야 한다.

지역 종합 경기대회
o.44

1. FIE에서 인정한 지역 종합 경기대회는 영연방경기대회와 같이 그들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펜
싱이 포함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와 같다. (즉 지중해게임, 판아메리카게임,

중앙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게임, 아시안게임 등)

2. FIE 규정은 IOC가 채택한 지역 종합경기대회 규정이 없는 경우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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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대회
o.45

위성대회는 6개의 종목중 하나를 조직 할 수 있다. 최소 참가 기준은 없다.

제 2장

초 청 장

공식초청
o.46

올림픽게임을 제외한 FIE 공식 대회를 위한 공식 초청은 서신에 의해서며, 이를 통해 대회 조
직 협회는 모든 FIE 회원국에게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도록 초청하게 된다.

o.47

세계선수권대회의 초청장은 최소 대회 4개월 전 예외 없이 모든 회원국으로 보내야한다.

국제임원 초청

세계선수권대회
o.48

1. 시니어, 주니어(청소년), 까데(유소년) 세계선수권대회의 유치를 제안한 모든 후보국은 후보 
협회의 초청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대표자를 관련 경기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2. 참가선수단으로부터 모든 참가 등록비를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그들의 비용으
로 다음의 국제임원을 초청해야 한다(일반석 왕복 항공요금, 숙박, 일일 수당).

a) FIE 회장이나 대리인, 세계선수권대회를 지휘하고 특히 DT의 원활할 경기운영을 감독한다.

b)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8명의 DT위원, 이 중 한 명은 주최국에 속해있어야 하고, 1명  
은 의전 책임자이다.

c)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3명의 SEMI 위원회
d)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6명의 심판 위원회, 이 중 한 명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

e)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3명의 의료 위원회
f) 심판위원회의 제안으로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심판.

o.49

.........................

세계베테랑선수권대회
o.50

세계선수권대회의 유치를 제안한 모든 후보국은 후보 협회의 초청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대표자가 관련 경기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참가선수단으로부터 참가 등록비를 받는 조직위원회는 그들의 비용으로 다음의 국제임원을 초
청해야 한다(일반석 왕복 항공요금, 숙박, 일일 수당).

a) 세계선수권대회를 지휘할 FIE회장이나 대리인, 특히 DT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감독한다.

b)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3명의 DT위원, 이 중 한 명은 주최국에 속해있어야 한다.

c)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1명의 SEMI위원
d)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1명의 심판위원
e)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2명의 의료위원
f)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심판



대한펜싱협회 (국제펜싱연맹 2020)                   

Korean Fencing Federation

공식임원 a) ~ e)는 챔피언 쉽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선출되어야한다.

적용 : 2018 베테랑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

그랑프리대회, 시니어,주니어 월드컵대회, 위성대회

공식초청장
o.51

월드컵대회와 그랑프리대회의 초청장은 최소 대회 2개월 전에 보내야한다.

만약 대회조직위원회가 위의 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륙별 선수권대회
o.52

대륙별선수권대회의 경우, 대회 최소 3개월 전에 초청장이 발송되어야 한다. 조직위원회에서 
만약 위의 언급한 기한을 지키지 못라시, 500유로의 벌금을 FIE로 지불해야한다.

올림픽대회
o.53

올림픽대회에 대한 초대 및 참가 규정은 IOC에 의해 수립된다.

지역 종합 경기대회

기술임원 및 심판
o.54

지역종합경기대회를 위한 올림픽규정은 심판과 임원의 지명을 포함한 대회의 모든 기술 운영
의 통제가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숙지한다.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의 비용
(일반석 항공, 호텔, 식사)을 지불해야 한다.

1. 기술집행부(DT)

DT가 3명이라면 2명은 외국인이다. 6명이라면 5명은 외국인이다. DT는 FIE 집행위원회에
서 지명한다.

2. 장비검사
한 명 또는 두 명의 SEMI위원회 대표는 펜싱대회의 종목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
한 대표자는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심판대표
한명의 심판위원회 대표는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4. 중립국 심판
최소한 두 명의 국제 심판은 대회가 열리는 지역 외의 국가 출신으로 심판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FIE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 3장

엔 트 리 

시니어 및 청소년세계선수권대회, 대륙별 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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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양식은 공식 초청장과 함께 동시에 모든 협회에 보내야 한다. 협회는 대회 시작 3개월 전
에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모든 카테고리) 그리고 주니어 및 시니어 지역 선수권대회
o.56

1. 세계선수권대회 시작 3개월 전, 협회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인원에 대한 등록 양식을 받는다.

협회는 종목별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팀의 수를 첫 번째 종목 시작 2개월 전에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2. 선수와 팀의 기명 등록은 FIE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선수 기명 등록, 가능한 모든 후보 
선수, 팀 등록은 다음과 같다:

- 세계선수권대회 첫 번째 경기 시작 15일 전까지(로잔시각, 자정)해야 한다.

- 지역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경기 시작 7일 전까지(로잔시각, 자정)해야 한다.

3. 선수 등록 취소
등록 마감일 이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심각한 부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 
등록  취소는 안 된다.

참가 등록을 한 선수나 팀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협회는 인정된 ‘심각한 부상’

의 경우를 제외하고 FIE에 벌금(o.31 벌금에 관한 표 참조)을 지불할 것이다.

4. 등록 마감일 이후 선수 추가
세계선수권대회 혹은 지역선수권대회 개최지의 현지시각으로 대회 전날 오전 10시까지 한 
명 이상의 선수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FIE로 벌금을 지불한 후 가능하다(o.31 벌금
에 관한 표 참조).

이를 위해 해당 협회는 FIE로 선수 추가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5. 선수이름 변경은 FIE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종목 시작 24시 전까지 할 수 있다.

o.5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등록은 종목별로 한 국가마다 개인전 4명의 선수, 단체전 1팀으로 제한된
다.

o.58

세계청소년·유소년선수권대회는 모든 FIE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다.

o.59

유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등록은 종목별로 한 국가마다 개인전 3명으로 제한된다.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등록은 종목별로 한 국가마다 개인전 4명으로 제한되며 단체전은 
국가 당 종목당 한 팀으로 제한된다.

대륙별선수권대회
o.60

시니어,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은 각 종목별 4명씩 참가가능하다.

시니어,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의 단체전은 각 종목당, 협회에서 1팀만 참가가능하다(3명의 
선수와 1명의 후보선수)

그랑프리대회, 월드컵대회(시니어, 주니어/ 개인전 및 단체전), 위성대회
o.61

1. 선수 기명 등록과 가능한 모든 후보 선수, 팀 등록은 대회 7일 전까지(자정, 로잔시각)는 
FIE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단체전 등록의 경우 대회 전날 늦어도 개인전 8강이 끝날 때까지 조직위원회에 알려주어야
만 팀 구성원 명단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선수교체는 앞서 말한 단계 이후 대회 공식 의사가 부상이나 질환을 인정할 경우에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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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인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

2. 선수나 팀의 대회 참가 취소
등록 마감일 이후 선수나 팀의 명단을 취소할 수 없다.

대회 직전 화요일부터 선수가 부상이나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대회 참가를 취소해야 한다
면, 협회는 FIE와 조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선수 교체 
대회 직전 수요일까지(자정, 로잔 시각) 선수가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
회는 FIE로 팩스나 이메일로 선수 교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4. 마감일 이후의 선수나 팀 추가
a) 단, 대회 직전 화요일까지(자정, 로잔 시각) 협회에서는 한 명 이상의 선수와/또는 팀은 

FIE에 추가되는 하나의 엔트리마다 패널티를 지불한 후에 추가될 수 있다(o.31 벌금에 
관한 표 참조).

이를 위해 협회는 FIE(팩스나 이메일)로 선수와/또는 팀 추가를 요청하고 15일내에 벌금
을 지불 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b) 대회 직전 수요일부터 대회 당일 정오(현지 시각)까지 한 명 이상의 선수와/또는 팀을 
협회에서 추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추가 엔트리당 FIE로 많은 액수의 패널티를 지불한 
후에 가능하다(o.31 참조, 패널티 및 벌금표)

이를 위해 협회는 FIE(팩스나 이메일)로 추가 선수(들)와/또는 팀 요청과 15일 내로 패널
티를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보내야 한다.

5. 등록한 팀이나 선수가 대회에 불참할 경우 해당 선수나 팀의 협회는 FIE에 벌금을 내야 한
다(o.31 벌금에 관한 표 참조). 단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6. 모든 공식 대회의 조직위원회는, FIE에 벌금(o.31 벌금에 관한 표 참고)을 지불할 위험이 
있으므로, 참가 선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수의 등록이나, 협회에 의해 요청되지 않
은 모든 참가 요청, 해당 시즌에 유효한 FIE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선수나 심판
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o.62

1. 시니어와 주니어의 그랑프리대회와 월드컵 대회 개인전은 각 협회에서 종목별 최대 12명  
의 선수를 등록시킬 수 있다. 주최국(유럽에서의 대회)은 20명의 선수와 뿔 구성을 위해 필  
요한 선수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유럽 외에 월드컵대회 개인전에서 주최국은 30명의 선수까지, 그리고 뿔 구성을 위해 필  
요한 선수를 추가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베테랑선수권대회
대회 등록

o.63

1. 등록은 참가자 국가 협회에서 조직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등록은 대회 시작 전 한 달 전
에는 반드시 보내져야 한다.

2.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대회 이틀 전 정오에는 선수들은 반드시 국가 협회로 참가비를 내
야하고 등록비의 100%에 해당하는 페널티 역시 내야한다.

3. 대회의 단체전 등록은 반드시 대회 시작 전날인 오후4시(현지시각)까지는 DT에게 제출해
야 한다.

4. 베테랑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등록은 각 카테고리별, 성별, 종목별, 국가마다 4명의 
선수로 제한된다. 이름은 반드시 FIE 라이센스에 있는 이름과 같아야 한다.

시니어, 주니어 대륙별선수권대회의 단체전은 각 종목당, 협회에서 1팀만 참가가능하다(3명
의 선수와 1명의 후보선수)

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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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4

참가선수의 국가협회에서 각국 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엔트리가 제출되어야한다.

지역 종합경기 대회
o.65

---------------------------------

PART　C: 대회 중 진행사항

제 1장

구  성

개인전

o.66

개인전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a)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 의한 혼합방식 : 예선 뿔 1회전과 예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그리
고 64명에 의한 본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를 거쳐 선발된 8명 또는 4명의 선수가 엘리미나
시옹 디렉뜨에 의한 결승전을 거행한다.

b)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 의한 혼합방식 : 예선 뿔 1회전과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서 선발된 
8명, 또는 4명이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 의한 결승전을 거행한다.

c)완전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이 대진 방식)은 부록에 수록된 바처럼 올림픽경기에서 적용된
다)

A. 뿔과 관계된 일반 규칙
o.67

1. 뿔 1회전을 포함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을 7명으로 나눌 수 있을 
경우 각 뿔은 7명으로 구성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7명 뿔과 6명 뿔의 혼합으로 한다.

단, 한 명이상의 선수가 불참하여 하나 이상의 뿔이 5명이나 그 이하의 선수로 구성된다면 
조직위원회는 대체되는 선수의 최초의 순위를 고려하여 7명의 선수로 구성된 같은 회전의 
뿔에서 한 명이상의 선수를 충당해야 한다.

2. 월드컵 대회(A급 대회)의 경우 조직국가는 모든 뿔이 7명으로 구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숫
자의 선수들을 자국선수들로 충당할 수 있다.

뿔 구성
o.68

1. 뿔은 최신 공식 FIE 랭킹을 고려하여 랭킹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중 추첨을 통해 구성된
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뿔 A B C

선수랭킹 1 2 3

6 5 4

7 8 9

12 11 10

13 14 15

18 17 16

19 20 21

2. 뿔에서 선수를 나누는 것은 같은 국적의 선수를 가능한 한 다른 뿔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같은 국적의 선수가 있는 뿔에 배치된다면, 동일한 국적의 선수가 없는 
뿔에 배치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아래 동일한 국적의 선수가 없는 뿔에 배치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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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뿔로 이동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원래 뿔에 남아 있어야한다.

3. 뿔 시트에 있는 선수들의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4. 뿔은 반드시 마지막 승부까지 경기를 해야한다.

o.69

뿔에서 마치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7명  뿔 : 1-4 2-5 3-6 7-1 5-4 2-3

6-7 5-1 4-3 6-2 5-7 3-1

4-6 7-2 3-5 1-6 2-4 7-3

6-5 1-2 4-7

2. 6명  뿔 : 1-2 4-3 6-5 3-1 2-6 5-4

1-6 3-5 4-2 5-1 6-4 2-3

1-4 5-2 3-6

1개의 뿔에 동일 국적의 선수가 여러 명 배정되었을 때:

o.70

1. 만일 그들의 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다른 국적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전에 그들끼리 먼저 경기를 해야 한다.

2. 만일 그들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아래의 3.a)의 원칙을 되도록 존중하되 과반수를 넘는 선
수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수 잔여선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DT는 특별한 순서를 세울 수 있다.

3. 6명 뿔에 동일 국적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순서의 예:

a) 뿔에 참가한 선수 6명 중에 다음과 같은 선수들이 속하여 있을 때:

- A국적의 선수 2명 혹은
- A국적의 선수 2명과 B국적의 선수 2명
- A국적의 선수 2명과 B국적의 선수 2명과 C국적의 선수 2명

뿔의 기록용지에 같은 국적의 선수들끼리 먼저 첫 경기를 하도록 배치한 후, 상위 조
o.69에 기술된 6명 뿔의 경기 순서를 따른다.

(A국적 선수 2명, B국적 선수 2명, C국적 선수 2명이 포함된 경우  
경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b) 뿔에 참가한 선수 6명 중에 다음과 같은 선수들이 속하여 있을 때:

- A국적의 선수 3명 혹은
- A국적의 선수 3명, B국적 선수 2명
- A국적의 선수 3명, B국적 선수 3명

순서는 다음과 같다:

1-2 4-5 2-3 5-6 3-1 6-4 2-5 1-4 5-3 1-6 4-2 3-6 5-1 3-4 6-2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뿔 기록용지에 배치된다:

- A국적의 선수 3명은 1, 2, 3번
- B국적의 선수는 4, 5번 또는 4, 5, 6번

c) 뿔에 참가한 선수 6명이 A국적의 선수 4명과 국적이 다른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같은 국적의 선수 4명의 번호는 1, 2, 3, 4번이며, 마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3-1 4-2 1-4 2-3 5-6 1-2 3-4 1-6 2-5 3-6 4-5 6-2 5-1 6-4 5-3

4. 7명 뿔에 동일 국적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순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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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뿔에 참가한 선수 7명 중에 다음과 같은 선수들이 속하여 있을 때:

- A국적의 선수 2명
- A국적의 선수 2명, B국적의 선수 2명
- A국적의 선수 2명, B국적의 선수 2명, C국적의 선수 2명

상위 조의 o.69에 기술된 7명 뿔에 대해 예정된 아쏘의 순서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되, 동
일 국적의 선수들은 그들끼리 첫 경기를 뛰도록 뿔의 표에 배치한다.

b) 뿔에 참가한 선수 7명 중에 다음과 같은 선수들이 속하여 있을 때:

- A국적의 선수 3명 혹은
- A국적의 선수 3명, B국적의 선수 2명
- A국적의 선수 3명, B국적의 선수 2명, C국적의 선수 2명일 때

A국적의 선수 3명은 뿔의 표 위에 1, 2, 3번을, B국적 선수 2명은 4, 5번, C국적의 선수 2

명은 6, 7번을 취한다.

o.69조에 예정된 7명 뿔에 대한 아쏘의 순서는 이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2 4-5 6-7 3-1 4-7 2-3 5-1 6-2 3-4 7-5

1-6 4-2 7-3 5-6 1-4 2-7 5-3 6-4 7-1 2-5 3-6

o.71

1. 한 뿔에서 한 마치가 사고로 중단되고, 이 중단이 오래될 것 같으면, 심판은 대회의 진행이 
계속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마치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단 DT나 간혹 조직위원회의 
동의와 함께).

2. 한 뿔에서 연속적인 두 마치 사이에 한 선수의 휴식시간은 3분이다.

o.72

대회 시작 전, 기술집행부(DT)는 일반 지수를 통해 탈락할 선수의 인원을 결정하여 알려준다.

o.73

1. 뿔 후에 전체 뿔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일반 순위를 V/M, TD-TR, TD의 지수를 순서대
로 참고하여 작성한다.

(V = 마치 승리수 ; M = 마치수 ; TD = 찌른 뚜슈의 수 ; TR = 찔린 뚜슈의 수).

2. 순위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워진다.

a) 순위표에 기재될 결과는 두 개의 필요한 지수를 정하기 위하여 합산되어진다.

b) 첫 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될 첫 번째 지수는 V/M의 형태, 즉 참가한 마치의 총수에서 
승리한 마치의 수를 나누어서 얻어진다.

c) 가장 높은 지수(최대 1)를 얻은 선수가 최상위에 위치한다.

d) 이 첫 번째 지수가 동률일 경우, 동률인 선수들을 나누기 위하여 두 번째 지수를 작성한
다. 즉 TD-TR의 형태로서 찌른 뚜슈의 수와 찔린 뚜슈의 수의 차이를 계산한다.

e) V/M과 TD-TR의 두 지수가 같을 경우, 많이 찌른 선수가 상위에 위치한다.

f)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위의 지수에 의해서도 동률일 경우, 순위표에서 그들의 순서
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3. 상위진출의 마지막 순위가 둘 또는 다수의 선수가 절대적인 동률일 경우, 결정전(바라즈)은 
실시하지 않으며, 동률인 선수들은 그것이 예정된 숫자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모두 상위로 
진출한다.

o.74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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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뿔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지 선수는 뿔에서 제외되며, "시작하지 않음"이라는 정보가 있는 
최종 분류 목록의 끝에 분류 없이 기록된다.

2. 예선 뿔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뿔에서 제거되고 결과에 “Did not Finish"로 기록된다.

3. 뿔 단계에서 제외된 선수는 뿔에서 제거되고, 선수의 결과는 그가 참가하지 않은 것처럼 
무효화 된다. 선수는 최종 분류 목록의 끝에 분류 없이 “Excluded(탈락, 제외됨)”으로 기록
된다.

베테랑선수권대회 뿔 구성
o.75

뿔 구성을 위한 추첨시 DT는 다음의 순위를 고려한다:

1. 지난 2년간의 선수권대회에서 64위까지. 나이 카테고리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모든 선수들은 나이 순으로 한다. 더 젊은 순으로 한다.

3. 뿔의 선수 배정은 가능하다면 같은 국적의 선수는 서로 다른 뿔에 배정해야 한다. 필요하  
다면 랭킹을 내려서라도 한다.

4. 어떤 카테고리에서 10명이하의 선수가 참가한다면 대회는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 따라 한  
개의 뿔을 구성한다.

5. 어떤 카테고리에서 6명이하의 선수가 참가한다면 그들은 다음으로 가까운 나이 카테고리  
와 함께 경기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를 위한 순위는 대회가 끝난 최종 랭킹을 합산한 것을  
추론하여 정한다.

6. 어떤 카테고리에서 선수가 한 명이라면 그 카테고리의 경기는 취소된다.

7. 어떠한 선수도 뿔에 들어간 이후 제외되지 않는다. 모든 선수들이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  
들어간다.

B.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와 관련한 일반 규칙

o.76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의 대진표는 부록에 첨부된 대진표에 따라, 선수 순위표와 각 대회의 특
별 규정에 따라 국적보호의 원칙이 없이 작성된다(그림 7a 참조).

o.77

대회 조직위원회는 64강부터 각각의 마치에 예정된 시간이 표시된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대진
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o.78

1. 각 세트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휴식시간에 마치 전 지명된 인물은 선수 주위
에 다가가 조언할 수 있다.

2. 전기심판기와 같이 붙어 있는 시간측정기는 매 3분마다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o.79

1. 엘레미나시옹 디렉트를 시작할때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선수가 경기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어서 혹은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상대선수는 그 경기의 승자로 선언된다. 퇴장 한 선수
는 대회의 전체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결과 목록에 "Did Not Finish"라는 정보가 기록된
다.

2. 제외된 선수는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테이블에서 제외되고, 그의 결과는 마치 참여하지 않
은 것처럼 무효화된다. 선수는 최종 분류 목록 끝에 "제외"로 기록된다.(t.124.3.b와 t.170참고)

마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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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0

1. 대진표의 각 회전(256, 128, 64, 32, 16, 8, 또는 4강)에서 마치들은 항상 대진표의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에서 끝나도록 순서대로 호명되어져야 한다.

2. 이 규칙은 또한 엘리미나시옹 디렉뜨가 4개 또는 8개의 삐스트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진표의 각 1/4 부분의 각각을 위하여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3. 한 선수의 연속되는 두 마치 사이에는 항상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결승
o.81

1.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로 진행되는 결승전은 4명의 선수를 완전히 포함한다.

2. 남녀 같은 종목의 결승전은 같은 날에 진행된다.

순위
o.82

1.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다.

 1위 : 결승전 승자
 2위 : 결승전 패자

2. 준결승에서 패한 선수들에 대해 3-4위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경우, 공동으로 3위가 된다.

3. 그 두 선수를 나누어야 할 경우, 준결승에서 패한 두 선수 사이에 마치를 실시하여 3위와 
4위를 가린다.

4. 나머지는 tableau의 각 라운드에 배치된다.

a) 라운드 뿔을 가진 경기 : 뿔의 뒤를 따르는 디렉트 엘리미나시옹의 순위에 따라.

b) 라운드 뿔이 없는 경기 : 초기에 선행하는 순위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비뽑기   
추첨을 실시하기 전에 

5. 뿔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경우, 그들의 순위는 뿔에서 그들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들은 엘
리미나시옹 디렉뜨에 진출한 선수들의 다음 순위에 위치한다.

C. 혼합방식 A :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시니어 월드컵대회, 그랑프리대회

혼합방식 A

o.83

예선 뿔, 예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64명 선수로 구성된 본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와 엘리
미나시옹 디렉뜨에 의한 결승전으로 구성된다.

이 방식은 세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과 일반부 월드컵 대회(A급 대회), 그리고 그랑프리 대
회에서 적용된다.

o.84

다음의 설명 이외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뿔과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의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o.85

1. 대회는 예선전과 본선의 두 단계를 포함하며, 그 각각은 하루씩 진행된다.

2. 대회 전날 조직위원회는 뿔, 관련일정, 예선전 면제선수명단을 늦어도 오후 4시(현지 시각)

까지 게재하고 FIE로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늦어도 대회전날 정오(12:00)

또는 정오 이후(현지시간)에 FIE 홈페이지에서 등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같은 시
간에 시작하는 뿔이 아니라면 이미 게재된 뿔에 추가할 수 없다(o.67.1참조).

3.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현 F.I.E. 공식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16명은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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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의 첫 머리에 위치하며 예선전 참가를 면제받는다.

4. 등록한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FIE에 지불해야 할 벌금(o.31항의 벌금과 관련된 표 
참조)을 해당 선수가 속한 협회에 부과한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
다.

5. 예선 참가를 면제받는 선수들 중 16위에 둘 또는 다수의 선수들이 F.I.E. 순위에서 동률일 
경우 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가리기 위하여 추첨을 실시한다.

o.86

1. 예선전은 뿔에 의한 1회전과 계속적인 예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로 이루어지며, 예선 뿔에
서 오로지 참가선수의 20-30%의 선수가 일반순위에 의하여 탈락한다. 그랑프리의 경우 예
선뿔 후에 일반순위에 의해 탈락하는 선수의 인원은 30%이다.

2. 뿔 1회전이 끝난 후, 일반 지수(o.73)에 따른 상위 16명은 예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의 참
가를 면제 받는다. 16위의 경우 둘 또는 다수의 선수가 공동순위일 때 16위를 결정하기 위
한 5뚜슈의 결정전(바라지)를 진행한다. 결정전(바라지)후에 선수들의 랭킹은 V, TD-TR,

TD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3. 뿔을 통하여 상위회전으로 진출한 나머지 선수들은 뿔의 일반 지수에 따라 예선 엘리미나
시옹 디렉뜨 대진표에 자리한다(지수가 같을 경우 추첨). 이 완전 또는 불완전 대진표는 32

명의 선수가 남을 때까지 진행된다.

o.87

1. 본선은 완전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로 거행되며, 4개 삐스트로 나누어, 삐스트당 1/4이 진행
된다. 단 대회 진행의 원활함을 고려하여 64강의 첫 회전은 8개의 삐스트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랑프리에서는 단지 4개의 삐스트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2. 대진표의 1위에서 16위까지는 예선에서 면제되었던 상위 16명의 선수들이 FIE 공식 순위에 
따라 두 명씩 추첨을 통해 위치한다.

3. 상위 16위 선수 중 대회등록 후 출전하지 않을 경우(o.85 참조), 그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
겨두며, 그 선수가 속한 협회는 FIE에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o.31항의 벌금과 관련된 표 
참조). 단 정당하게 인정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7위에서 32위까지는 예선 1회전 뿔 후에 지수에 의거 상위 16위에 위치하였던, 그래서 예
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를 면제받았던 선수들이 지수의 순위에 따라 위치한다(지수가 같을 
경우 추첨).

5. 33위에서 64위까지는 예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서 32위 안에 위치한 선수들이 뿔 회전 
후에 그들의 지수에 의한 순서에 따라 나머지 자리를 차지한다.

o.88

3위 결정을 위한 마치는 없다. 준결승에서 패한 선수들이 공동 3위에 자리한다.

D. 혼합방식 B : 세계청소년,유소년선수권대회, 청소년 월드컵대회와 대륙별  
선수권대회

o.89

예선 1회전과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그리고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에 의한 결승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식은 세계청소년/유소년 선수권대회 개인전과 청소년 월드컵대회와 대륙별선수권대회에
서에서 적용된다. 대륙별 유소년선수권대회의 대진구성 규정은 각 대륙연맹에 의해 구성된다.

o.90

다음의 설명 이외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뿔과 엘리미나시옹 디렉뜨의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o.91

대회는 종목별 단 하루 만에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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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2

대회는 참가한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예선 1회전과 계속적인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로 구성된다.

o.93

1. 뿔 1회전 후에 상위 진출한 모든 선수들은 뿔 회전에서의 지수에 의거하여 완전 또는 불완
전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대진표에 성적순으로 위치한다. 결승전까지 전부 엘리미나시옹 디
렉뜨 대진표에 따라 진행된다.

2. 32강부터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4개의 피스트에서, 각 삐스트 마다 1/4씩 진행되거나
- 혹은 8개의 삐스트에서, 1/4씩 2개의 삐스트로 진행하여 시행한다.

o.94

3위 결정을 위한 마치는 없다. 준결승에서 패한 선수들이 공동 3위에 자리한다.

E. 혼합방식 C

올림픽대회
o.95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구성은 IOC의 승인 하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립된다.

(행정규정 제 9.1.1.1 참조)

지역 종합경기대회(Regional Games)

o.96

지역 종합경기대회의 조직 수립은 IOC의 승인 하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립된다.

(행정규정 9장 참조)

단체전

A. 시니어,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별 선수권대회
o.97

각 종목별 한 단체는 교체선수와 함께 또는 없이 3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한 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는 한 단체전을 시작할 수 없다.

o.98

1. 대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 대진표와 함께 오직 엘리미나시옹 디렉뜨로 진행된다(부속
서 b 참조).

2. 청소년 및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 단체들은 가장 최근의 FIE 공식순위에 따라 대진
표 자리에 위치한다. 순위에 없는 국가들은 이후의 순위에 위치하며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
다.

3. 시니어 및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6위까지의 모든 자리는 순위전에 의해 결정된다.

17위 이상은 대진표 진입시 그들의 순위에 의거 순위전 없이 자리를 차지한다.

o.99

대회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릴레이 방식이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

2. 각 단체의 선수 3명이 상대단체의 선수 3명과 함께 돌아가며 대전을 한다(총 9릴레이).

3. 단체전은 오직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3-6 1-5 2-4 1-6 3-4 2-5 1-4 2-6 3-5

위의 순서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겼을 경우, 순서가 어긋난 순간부터 이루어진 모
든 경기의 점수를 무효로 하고, 정확한 순번으로 이루어진 경기에서부터 다시 경기를 재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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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지에서 각 단체의 위치는 사전에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그 후 감독에 의하여 선수
들의 순번이 정해진다.

5.

a) 단체전 진행 중, 감독은 단체전 시작 전에 지명한 후보 선수를 한 선수와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교체는 첫번째 마치가 끝난 후에만 실행될 수 있다. 교체되어진 선수
는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라도 같은 단체전에서 삐스트 위의 한 선수와 다시 교체
되어 질 수 없다. 한 단체원의 교체 알림은 심판을 통하여 기술집행부와 상대의 감독에
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요청은 교체될 선수의 앞선 릴레이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체되
어진 선수는 같은 단체전에 한번 더 참가할 수 있지만 원래 교체하려고 했던 선수를 대
신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첫 번째 교체가 o.99.6에 명시된 이유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라도 더 이상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
다. 선수 교체 알림은 교체 선수의 앞선 릴레이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심판을 통하
여 상대의 감독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게임에서 심판은 또한 이
를 즉시 기술집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b) 교체 요청에 앞선 릴레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감독은 이 교체를 취소할 수 있다.

c) 상대단체의 감독 역시도 교체를 요구하였었다면 그는 그 교체를 실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a) 한 선수가 F.I.E. 의료 대표를 통해 확인된 외상의 결과로 인하여 릴레이 도중 기권을 하
여야 할 경우, 감독은 선수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된 릴레이라 할지라도 
교체선수는 부상선수가 릴레이를 기권한 그 순간의 점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대전을 속행
한다.

b) 그러나 교체 당한 선수는 더 이상 같은 단체전에 다시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다.

7. 한 선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선수가 기권하게 되었거나, 또는 한 선수가 제명당
하였을 경우, 그 단체는 패하게 된다.(t.124.3.b와 t.170 참조)

8.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단체가 이미 시작한 단체전을 끝내지 못할 때, 기술집행부(DT)는 개
인전 규칙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한 단체도 오직 한 개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t.124.3.b와 
t.170 참조)

9. 한 단체가 출전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a) 이미 다른 단체와 경기를 가졌다면, 시작한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o.79참
조).

b) 그 경기가 그 단체의 첫 번째 경기였다면, 그 단체는 아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B. 주니어 및 시니어 월드컵대회의 단체전 
o.100

아래의 특별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경기는 각각 청소년 및 시니어 월드컵대회의 단체전 경기
를 위해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o.101

만약 한 팀이 단체전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대회에서 실격되며 월드컵 단체전 점수(포인트)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단 의료진에 의해 확실히 입증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o.102

1. 상위 네 팀은 FIE 현 공식 단체 순위에 따라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 배정된다(o.109 참조).

나머지 팀은 순위에 따라 두 팀씩 추첨으로 배정된다. 순위가 없는 팀은 대진표에서 마지
막 순위에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2. 대진표는 늦어도 개인전 8강 종료 후 1시간내에 등록된 팀의 순위를 토대로 추첨하여 작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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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베테랑선수권대회 
단체전 

o.103

1. 참가
각 나라마다 성별, 종목별에 따라 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총 6경기이다.

2. 단체전 경기의 룰은 다음의 규칙을 제외한다.

a) 각 종목마다. 팀은 같은 국적의 세 선수로 구성한다. 카테고리A선수로부터, 카테고리B

선수로부터, 카테고리 C선수 혹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선수로 구성한다. 팀은 이와 같  
이 충족 되지 않으면 경기를 시작할 수 없다.

b) 팀에 선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팀은 개인전에 참가했던 다른 종목의 선수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종목의 개인전에 참가했던 그 혹은 그녀의 그 종목에서의 랭킹은 단체  
전에 참가할 때 +1이 된다.

c) 팀은 세 선수의 개인전 성적에 따라 뿔에 구성된다. 가장 낮은 총합을 가진 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얻는다. 모든 선수들은 단체전 전에 반드시 삐스트에 출석해야 한다.

d)각 팀은 bout 시작 전에 대체 선수를 요청한다. 그러나 의료위원장에 의해 인정한      
부상 또는 외상의 경우 경기중이여도, 선수교체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3. 선수는 경기 도중에 게임을 할 수 없는 부상이라면 대체된다. 만약 선수가 경기 중에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배제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팀은 경기에서 진 것으로 간주한다.

4. 릴레이시스템은 항상 적용된다. 팀의 세 명의 선수가 그들의 적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경  
기한다. 각 선수는 그 혹은 그녀의 적과 두번씩 6번의 대전을 한다. 대전은 5점          
(5-10-15-20- etc); 예외적으로 단체전에서 5점, 10점, 15점 이상으로 끝나는 경우, 만약 유  
요한 뚜슈를 한 선수가 동시에 추가적인 패널티 히트(Penalty Hit)를 기록했다면, 이 경우  
두 히트가 모두 계산된다. 각 대전 당 최대 시간은 3분이다.

5. 팀은 첫 번째 리치에서 최대 30점까지이다. 혹은 정규 시간이 끝난 후에서 고득점을 한   
팀이 승리 팀이다.

6. 각 경기당 카테고리 순서는 경기 시작 전 삐스트에서 심판과 주장이 결정한다. 심판은    
추첨을 하고 먼저 선택 할 기회를 가진 주장이 첫 번째 카테고리의 순서를 정한다. 진    
주장은 두 번째 카테고리를 정한다.

7. 대회 구성은 3혹은 4개의 팀이 한 뿔을 구성한다. 모든 팀이 참가하고, 엘리미나시옹      
디렉트는 높은 순위 16팀까지이다. 다른 팀들은 뿔에서의 참가 팀의 순위에 따라 분류된  
다.

a) 4개의 뿔의 시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매치 1 : 팀 랭킹 1위 vs 팀 랭킹 4위
- 매치 2 : 팀 랭킹 2위 vs 팀 랭킹 3위
- 매치 3 : 매치 1의 승리자 vs 매치 2의 패배자
- 매치 4 : 매치 2의 승리자 vs 매치 1의 패배자
- 매치 5와 매치 6 : 매치 1의 승리자 vs 매치 2의 패배자

b) 3개의 뿔의 시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매치 1 : 팀 랭킹 2위 vs 팀 랭킹 3위
- 매치 2 : 팀 랭킹 1위 vs 매치 1의 패배자
- 매치 3 : 팀 랭킹 1위 vs 매치 1의 승리자

뿔의 기초가 되는 처음의 순위는 개인전 경기의 선수의 결과에 따른다. (o.103.2 c 참고)

- 예선 뿔 결과를 사용하여 전체 랭킹이 정해지고, 상위 16위(16개 미만의 팀이 참가하는 경
우에는 8개팀)의 팀이 순위에 따라 배치되는 디렉트 엘리미나시옹으로 승격된다. 16위와 17위
(또는 8위와 9위) 사이의 결과에 절대적인 평등이 있을 경우에 단체전은 뿔라운드 이 전의 더 
높은 랭킹의 팀으로 한다. 그러나 이미 예선 뿔에서 경기를 치룬 팀은 디렉트 엘리미나시옹에
서 해당 팀을 만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두 팀은 낮은 순위로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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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6강의 경우, 9위를 차지한 팀은 10위를 차지한 팀과 위치를 바꿀 수 있고, 11위 팀은 12위 
팀과 장소를 바꿀 수 있다. 13위 팀은 14위 팀으로만 장소를 바꿀 수 있고, 15위 팀은 16위 
팀으로만 바꿀 수 있다.

- 8강의 경우, 5위 팀은 6위 팀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7위 팀은 8위 팀과 만 변경할 수 있
다.

8. 만약 6팀 이내라면, 팀들은 한 뿔에서 경기하고, 3,4위 결정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1,2

위 결정전이 열린다.

D. 올림픽대회
단체전 

o.104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구성은 IOC의 승인하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립된다.

(행정규정 제9.1.1.1 조 참조)

제 2장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o.105

비디오 판정은 세 종목 모두 그랑프리, 시니어 월드컵 개인전 및 단체전, 청소년 유소년 세  
계선수권대회,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경기, 지역선수권대회, 올림픽 출전         
권 대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베테랑세계선수권대회는 선택사항이다.

1. 월드컵 개인전, 그랑프리 대회, 각 지역선수권대회, 올림픽 선발대회에서 비디오 판정은 경  
기시간이 오로지 4개의 삐스트 또는 8개의 삐스트에서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즉시, 여하  
튼 64강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2. 월드컵 단체전에서 비디오 판정은 경기 시간이 오로지 4개의 삐스트에서 거행하는 것을 허  
용하는 즉시, 3위 결정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전은 예외로  
한다.

3. 세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비디오 판정은 경기 시간이 비디오 판정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춘 최대 8개 삐스트에서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사용한  
다. (5-8위 순위 결정전 포함)

4. 세계 유소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비디오 판정은 경기시간이 비디오 판정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춘 최대 4개의 삐스트에서 거행하는 것이 가능한 즉시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한   
다.32강전부터
관습 종목(플러레, 사브르)의 단체전을 위해, 비디오 판정은 16강전부터 의무적이다. 에뻬는  
8강부터 비디오 판정이 의무적이다. 5-8위 순위 결정전 포함

5. 올림픽 경기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를 위해, 비디오 판정은 모든 종목의 전 단계에서   
의무적이다.

제 3장

도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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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06

도핑 검사는 o.107 및 FIE의 반도핑 규정에 따라 FIE의 모든 공식 경기에서 실시되어야한다.

경기 시작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펜싱을 끝낸 선수에게 적용된다.

o.107

1. 도핑은 FIE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모든 대상자는 징계가 부과된다.

2. 도핑은 FIE 도핑규정 제 2.1-2.8항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 또는 여러개를 위반하였을 경우로 
정의한다.

3. FIE는 WADA 도핑규정을 따른다. FIE 도핑규정은 WADA ‘최고 실행 모델’을 바탕으로 하며 
WADA ‘최고 실행 모델’의 ‘의무조항’을 채택한다. FIE는 WADA '금지물질분류 및 금지 방법
‘의 전 부분을 채택한다.

4. FIE는 FIE는 통제 하에 개최되는 모든 대회기간동안- 즉 FIE 통제하에 진행되는 모든 대회-과 
대회전후의 도핑검사 실행권을 갖는다.

5. FIE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FIE 도핑규정을 준수하고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으
며 대회기간과 대회전후로 모든 도핑검사 참석에 동의한다.

6. FIE 공식대회와 대회전후에 행해지는 도핑검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FIE 도핑규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7. 도핑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그 결과는 FIE 도핑규정을 따른다.

8. 도핑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선수는 도핑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테스트 결과와 벌칙 
승인과 관계된 결정사항은 FIE 사무국이 발표한다. FIE만이 모든 회원국에 이 결과를 통보할 
권한을 갖는다.

9. 도핑행위는 FIE 회원국에서 약속하고 처벌받으며 벌칙(‘제재’)은 FIE의 모든 회원국이 승인한
다.

10. FIE 도핑규정 수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PART　D: 대회 이후 절차

제 1장

랭  킹

FIE 공식 개인전 순위

o.108

1. 원칙

FIE 공식 순위는 각 대륙에서 선수가 참가한 월드컵, 그랑프리, 위성대회 중 가장 성적
이 좋은 5개 대회 결과와 여기에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게임 그리고 지역선수권대회의 
성적을 포함하여 합산한다.

b) FIE 공식 청소년 순위는 각 대륙에서 선수가 참가한 월드컵 대회 중 가장 성적이 좋은 
6개 대회 결과를 반영하며, 여기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지역선수권대회가 포함된다.

c) 시니어와 청소년 순위에서 순위는 변경된다.

해당 년도의 첫 번째 그랑프리대회는 이전 해의 첫 번째 그랑프리 대회를 상쇄하고 순
차적으로 나머지 그랑프리대회를 상쇄한다.

해당 년도의 첫 번째 월드컵대회(개인전)은 이전 해의 첫 번째 월드컵대회(개인전)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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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고 순차적으로 해당시즌의 나머지 월드컵대회를 상쇄한다.

대회에 할당된 포인트는 이전 시즌의 같은 대회 포인트를 상쇄한다.

만약 대회가 해당 시즌에 열리지 않는다면 이전 시즌의 같은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1년이 될 때 삭제된다.

그해 연도의 첫 번째 위성 이벤트는 전년도의 첫 번째 위성 이벤트의 포인트를 상쇄하  
고, 기타 위성대회도 순차적으로 상쇄한다.

d) 점수가 같을 경우, 순위는 1위, 그리고 나서 2위 등에 오른 수효를 토대로 한다. 만약 동
점일 경우, 선수의 순위는 같다.

e) 순위가 반영되는 각 대회 이후, FIE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 순위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f) 특별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데이트된 FIE 공식 순위는 모든 순위, 시드배
정, 면제 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2. 점수 계산
a) 순위는 다음의 점수를 토대로 한다:

1위 32점
2위 26점
공동 3위 20점
5-8위 14점
9-16위 8점
17-32위 4점
33-64위 2점
65-96위        1점  
97위-128위 0.5점
129위-256위   0.25점

b) 월드컵대회 개인전과 대륙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에서 획득한 점수는 위의 목록과 같다.

c) FIE 그랑프리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위의 목록의 1.5배이다.

d)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과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위 목록의 2.5배이
다.

e) 올림픽대회 개인전에서 획득한 포인트의 위의 목록의 3배이다. 올림픽게임에서 4위는 54

점을 얻는다.

f) 실제로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 참가한 선수만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3. 성적
종목별 FIE 시니어 공식 순위의 우승자(1위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게임이 끝난 
후 발표된다.

종목별 FIE 청소년 공식 순위의 우승자(1위 선수)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발표
된다.

단체전 세계순위
o.109

1. FIE 공식 단체전 순위
원칙

a) FIE 공식 오픈 단체전 순위는 팀이 참가한 각 대륙의 오픈 월드컵대회 단체전에서 가장 성
적이 좋은 4개의 결과를 반영하며, 여기에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게임 그리고 지역선수권대
회가 포함된다.

FIE 공식 청소년 단체전 순위는 팀이 참가한 각 대륙의 청소년 월드컵대회 단체전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4개의 결과를 반영하며, 여기에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게임 그리고 지역선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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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가 포함된다.

b) FIE 공식 단체전 순위는 영구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첫 번째 월드컵대회 단체전은 이전 해
의 같은 첫 번째 월드컵대회 단체전 대회를 상쇄한다. 그리고 월드컵 단체전 대회 나머지 
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이전 해에 획득한 포인트를 대체
한다. 만약 현재 시즌에 대회가 없다면, 이전시즌의 동일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삭
제 된다.

c) 일부 팀의 포인트가 같을 경우, FIE 공식 개인전 순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o.83 참조).

d) 특별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데이트된 FIE 공식 단체전 순위는 모든 순위, 시
드배정 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2. 팀 점수 계산
a) 순위는 다음의 점수를 토대로 한다:

1위 64점    10위 24점    
2위 52점    11위 23점    
3위 40점    12위 22점    
4위 36점    13위 21점    
5위 32점    14위 20점    
6위 30점    15위 19점    
7위 28점    16위 18점    
8위 26점    17-32위 8점    
9위 25점      

b)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위의 목록에 2배 한다.

c) 지역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위의 목록에 1배 한다.

3. 성적
종목별 FIE 청소년 및 시니어 공식 단체전 순위의 우승팀(1위 팀)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올
림픽게임이 끝난 후 발표된다.

제 2장

국가 그랑프리 랭킹 

o.110

FIE 금메달, 국가의 그랑프리는 주니어 및 시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연맹에 매년 아래 점수의 척도에 따라 수여된다.

모든 개인 및 모든 팀 이벤트에서 총 포인트 수를 엄격하게 계산한다.

개인전
1위 32점
2위 26점
공동 3위 20점
5-8위 14점
9-16위 8점
17-32위 4점
33-64위 2점

단체전
1위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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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6점
3위 20점
4위 18점
5위 16위
6위 14위
7위 12위
8위 10위
9-16위 8점
17-32위 4점
33-64위 2점

이 "그랑프리"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협회가 선정된다.

두 연맹 모두 동일한 수의 금메달을 획득 한 경우 가장 많은 은메달을 딴 국가에게, 은메달의 수
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메달을 딴 국가에게 선정된다. 에게, 가장 동메달을 딴 우승자에
게는 동점 인 경우 동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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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a : 개인전 경기 64강 대진표



대한펜싱협회 (국제펜싱연맹 2020)                   

Korean Fencing Federation

부록 7b : 단체전 경기를 위한 엘리미나시옹 디렉트 대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