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llenge CEP 2019 
  Marathon fleuret U14 , U17 

 

호텔 
 

hôtel NOVOTEL ( **** )   
地址 :  22 rue Voltaire 94270 LE KREMLIN BICETRE  

France  
  
Tarif spécial Escrime Marathon 2019 : 

- Room & Breakfast 1 adulte + 2 childrens  118.48€ 
- Room & Breakfast  2 adultes + 2 childrens  131.96€ 
- Room & Breakfast 3 adultes + 1 children   157.44€ 

 

only by  mail or  phone 

电话: +33 (0)1 45 21 19  

E-mail H5586@accor.com 

 
 

Hotel IBIS Budget est (**)    
 

地址 : 20 rue Voltaire, 94270 Kremlin Bicetre 
 

Tarif spécial Escrime Marathon 2019 : 
- Room & Breakfast 1 person 59.60€ 
- Room & Breakfast 2 persons 67.20€ 
- Room & Breakfast 3 persons 74.80€ 

only by  mail ou or phone 
电话 : +33 (0)8 92 70 20 34 

E-mail h6031@accor.com 
 
 

              
 
 

                                               

 
 
 
 
 
 
 

 
 
 
 
 
 

 
  

  Challenge CEP 2019           épreuve comptant dans le classement national u17 
  Marathon fleuret U14 , U17 

 
 
 
 
 
 
 
 

2019년 마라톤 플뢰레 캠프 

2019년 1월 30 - 31일 

 
 

Challenge C.E.P - 
Marathon fleuret 2019 
U17 02’-04’   U14 05’-08’  

2019년 2월 2일 - 2월3일 

매년, 한명의 유명 펜싱 선수가 책임지고 캠프를 운영.  

 
Giulio TOMASSINI, Stéphane MARCELIN, Yusuke AOKI, 

Sergei GOLUBITSKI등의 유명 선수들이 이전 캠프를 

책임졌으며, 이번 2019년 

 캠프는 Stefano CERIONI  

선수가 지도할 예정. 

캠프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싱 코치의 지도 하에 전 세계에서 온  

펜싱 선수들과 함께 이틀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 것 

 
 
 
 
 
 
 
 

일시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 31일 (목요일) 

장소 :  

Halle Carpentier, 81 Bd Masséna 75013 Paris (France) 

훈련 시간  9시 30 - 12시 / 14시 - 17시 

캠프 참가비 : 1월 26일 이전 등록시 65 유로, 현장 

등록시 80 유로 (캠프 참가 선수당)Inscription : 

www.marathon-fleuret.com 
Par mail à marathon2019@escrime-cep.com 

 
 
 
 
 
 
 
 
 

남-여 플뢰레 대회 (64강과 32강에 

패자부활전 적용) 

 

문의 및 등록 : 2019년 1월 30일 이전까지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arathon-fleuret.com 

메일:  marathon2018@escrime-cep.com 

전화:     0033 – (0) 6 87 69 09 39 

2019년 미니 마라톤 플뢰레 (Mini 

Marathon fleuret 2019)  

U10 U11 U12 U13 대회 

2019년 6월 29일 - 30일 
 
 
 

 

Classement National 

mailto:H5586@accor.com
http://www.marathon-fleuret.com/
mailto:marathon2018@escrime-cep.com


1조: 경기 종목, 일시, 장소 

플뢰레 개인전 :  

U17남/여17세 이하 (2002, 2003, 2004년생) 

U14남/여 14세 이하 (2005, 2006, 2007, 2008년생) 

        

일시 : 2019년 2월 1일 (금요일)부터 2월 3일 (일요일)까지 

장소 : 까르펑띠에 홀 (Hall Carpentier), 81 Bd Masséna 75013 Paris (France) 

 

2조 : 복장 

국제펜싱연맹 (FIE) 공인 저항350 N (뉴턴) 또는 저항 800 N 복장 : 흉갑 저항800 N, 마스크 저항350 N 또는 저항800 N - 전기 바베뜨 (U17만 해당).   람므 5 호 또는 그 이하. 모든 종류의 

손잡이 허용. 마레이징강으로 제작된 람므 포함 모든 종류의 람므 허용. 

 

3조 : 경기 방식 

U-17 : 조별 예선 (poule) - 3분5선승제 ;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 15선승제 (3분 x 3라운드) 

U-14 : 조별 예선 (poule) - 3분5선승제 ;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 10선승제 (3분 x 2라운드) 

 

토요일 - 예선전 

조별 예선 : 조별 경기 2회. 256명부터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대결 ; 이중 105명 일요일 결선에 진출 

세부 설명 : 128명 순위표 중에서 상위 97명은 일요일 결선 경기로 직행.  

나머지 31명은 결선 진출 결정전을 치룬 후 이 중 상위 8명이 일요일 결선 경기에 합류 (총 105명 결선 진출).  

일요일 - 패자부활전 포함 결선 경기 

일요일 결선에 진출한 105명이 5명씩 조별로 나뉘어 경기. 64강전부터 8강전까지 패자부활전 적용 ; 4강전과 준결승전에는 패자부활전이 없음. 

  

U17 여자부 경기    토요일 : 조별 예선 경기 2회 

참가선수가 120명 이상인 경우, 64명까지 엘리미나시옹 디렉뜨 ;  참가선수가 120명 미만인 경우, 3회 조별 경기로48명 결선 진출자 선출. 

일요일 : 64강전과 32강전까지 패자부활전 적용 

 

4조 : 시간 

캠프 (Stage Marathon) : 코치 및 선수   

2019년 1월 30일 (수요일)과 1월 31일 (목요일) : 9시 30분 - 12시 ; 14시 - 17시 (1월 26일 이전까지 등록할 경우 선수당 65유로 ; 이후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80유로) 

 

2019년 2월 1일 (금요일) 

모든 카테고리 

14시 - 20시 :  연습장 개장 

14시 - 20시 :  등록, 확인, 출입증 교부, 장비 점검, 스티커 발부 

19시 30분 :  심판진 회의 

21시 :  조 (poule) 편성 

 

2월 2일 (토요일) 

U14 남자 (05, 06, 07, 08년생) U17여자 (02, 03, 04년생) U17남자 (02, 03, 04년생) U14여자 (05, 06, 07, 08년생) 

6시 30 : 경기장 개장 6시 30 : 경기장 개장 11시 45 : 경기장 개장 11시 45 : 경기장 개장 

7시 30 : 조별 예선경기 시작 7시 30 : 조별 예선경기 시작 14시 : 조별 예선경기 시작 14시 : 조별 예선경기 시작 

13시 :  32강 대결 13시 :  32강 대결 20시 :  32강 대결 18시 45 :  128강 대결 
 

 

2월 3일 (일요일) 

U17여자 

 10시 : 64강전과 32강전 패자부활전 17시 : 8명 결선 18시 30 : 시상식 

그외 다른 모든 카테고리 

7시 : 경기장 개장 8시 : 조별 예선경기 시작 10시 : 64강전 패자부활전 적용 18시 30 : 시상식 

 

5조 : 점검 (금요일) 

선수들 확인, 장비 점검 및 등록은 2019년 2월 1일 (금요일) 14시부터 20시까지 진행.  

마스크, 장갑, 보디 와이어 및 전기 자켓 등이 점검됨. 

19시 30분 : 심판진 확인 및 회의 (의무 사항) - 회의에 불참시 600유로의 벌금 부과. 

연습장 개방 : 14시 - 20시. 

 

6조 : 출입증 (accréditation) 발급 

코치진에 대한 출입증 발급은2019년 1월 25일 이전까지 이메일 (accreditation@escrime-cep.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accreditation » 란을 통해 직접 신청.  

참가선수 1명에서 4명까지 출입증 1개 발급 ; 참가선수 5명에서 9명까지 출입증 2개 발급 ; 10명에서 13명까지 출입증 3개 발급 ; 14명에서 17명까지 출입증 4개 발급 ; 18명에서 20명까지 

출입증 5개 발급 ; 21명에서 29명까지 출입증 8개 발급 ; 30명 이상 출입증 10개 발급. 

 

7조 : 심판 

- 1월 27일 이전까지 참가 심판 이름 고지. 참가 심판은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경우에 따라, 프랑스 클럽들은  지역자격증 소지 심판을 파견할 수 있다. 

- 모든 클럽이나 선수단은 심판 1인을 파견하는 대신 1월 27일 이전까지 210유로의 심판료를 온라인을 통하거나 수표로 지불할 수 있다 (심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할 재정 능력이 없는 클럽들을 돕기 위한 목적). 
 심판 이름을 전달하지 않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지 않은 클럽이나 선수단은 1월 27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심판을 파견할 수 없으며, 소속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부족한 심판당 600유로의 벌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판 또는 심판진 대표들의 신분 확인과 회의 참가는 의무적인 것으로 2019년 2월 1일  (금요일) 19시 30분에 실시된다.  

심판이 2월 1일 (금요일) 19시 30분 회의와 2월 2일 (토요일) 7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속 팀 선수들의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해당 클럽에게 부족한 심판당 6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심판이 지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심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3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프랑스 및 외국 클럽에게는 :  

• 1명의 심판이 요구된다 

• 8-13명이 참가하는 클럽에게는 2명의 심판이 요구된다 

• 14-19명이 참가하는 클럽에게는 3명의 심판이 요구된다 

• 2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클럽에게는 4명의 심판이 요구된다 
참가선수가 4명 이하인 모든 외국 클럽의 선수단은 국가별로 통합되어 쿼터제에 따른 일정 수의 심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심판료가 요구된다 : 

• 참가선수 6-9명에 1명의 심판을 제공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 10-15명에 2명의 심판을 제공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 16-23명에 3명의 심판을 제공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 24-35명에 4명의 심판을 제공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 35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의 심판을 제공하거나 심판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심판의 활동기간은 대회기간 동안이다. 필요에 따라, 심판은 이틀간 또는 토요일만 활동을 하게 된다. 

 

8조 : 기술 집행부 (DT) 

모든 이의 사항은 경기 당일 구성되는 기술집행부에서 처리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선수들이나 관중들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절도 또는 분실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선수들의 수에 따라 경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대회 참가는 본 대회 규칙과 이에 따른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조 : 참가 등록과 참가비 - 접수 마감일 2019년 1월 26일 (일요일) 

U17프랑스 선수들의 참가 등록은 2019년 1월 1일까지 보장된다 (국내 랭킹 계산에 인정되는 경기) 

 

참고사항 : 참가비의 선불 납부는 의무적이지 않지만, 선불 납부를 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당일날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가 등록 선수가 대회에 참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조직위원회에 적어도 대회 개막 120시간 전 (2019년 1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전까지)에 통보해야만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10조 : 선수 라이선스 

국제펜싱연맹 (FIE) 공인 또는 모든 국가 (프랑스 및 외국)의 선수 라이선스 허용 

 

11조 : 공항 셔틀버스 

호텔-공항-경기장 사이를 왕복하는 차량 운행. 1회 운행 60€ 또는 1인당20€.  

예약 : 인터넷 (www.marathon-fleuret.com) 또는 메일 (shuttle@escrime-cep.com)로 2019년 1월 26일까지 예약. 

 

 12조 : 시상식 

각 종목의 상위 8위 내에 입상한 선수들과 우승 선수의 코치에게는 트로피와 메달 또는 상품  

(노트북, 게임기, TV, IPAD, 카메라, 홈비디오, DVD 3D플레이어, IPOD 등)이 수여된다 

 

13조 : 부스   주말 내내 장비 부스 운영 

 

14조 : 식당  간이 식당이 운영될 예정 

 
 

2018년 9월 1일까지 납부 26€ 

2018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 31€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납부 35€ 

2018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납부 39 €    

2018년 12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납부 43€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납부 47€ 

2019년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납부 51€ 

2019년 1월 27일 이후 납부 55€ 

2019년 2월 1일 당일 납부 65 € 

참가 신청 서류는 2019년 1월 26일 (일요일)까지 CEP에 도착하여야 한다 

CE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2019년 플뢰레 마라톤 (marathon 2019) 참가 등록란에서 

등록 (http://www.marathon-fleuret.com 

이메일 marathon2019@escrime-cep.com  

우편: Mme LE CORRE Pascale -  
C.E.P - Cercle des Escrimeurs Parisiens  
24 r Moulin de la Pointe  
75013 PARIS - FRANCE 

대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 선수 수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가 신청등록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등록은 선착선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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