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버전

-2019 TOTAL FREESTYLE TROPHY 규칙토탈 프리스타일 트로피 2018 참가는 18세 이상 (그 해 1월 1일 기준) 모든 국적의 강습 경력이
있거나 혹은 교육중인 전문가에게 열려있습니다.

1 - 참가자 접수8h15 - 8h45
늦게 도착할 경우 참가 불가

2 – Marathon(마라톤) (토요일 9h - 11h)
마라톤은 한 시간의 STEP 과 한 시간의 HiLow로 이루어집니다.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체격 조건

-

테크닉 (움직임의 실행)

-

안무 스타일과 해석

-

동작 변화 (바리에이션) 재현 속도와 기억력

-

태도, 미소 및 생동감

마라톤 후, 21명의 경쟁자가 선택됩니다.
마라톤 시작 시 할당 된 위치를 이탈할 경우 경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STEP과 Hilow 사이에 최대 5분까지의 전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 방을 떠날 시
경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에만 갈증 해소를 위한 물/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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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준결승 (토요일 13시 - 18시 / 일요일 9시-11시)
모든 경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5분 전에 단상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각 경쟁자는 20분동안 STEP 또는 HiLow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추첨에 의해 정해집니다)
주어지는 음악은 심사의원단이 선정합니다.
총점 25점
다음 조건에 의해 채점됩니다:
벌점
-

교육법 : 위험 감수 / 독창성
안무 : 위험 감수 / 독창성
실행 테크닉
생동감 커뮤니케이션 (수업 중 음악 사용 + 에너지 사용)
신체 체격 조건과 강사 만의 "+"
음악의 오류 – 1 점
단상 이탈 = 실격

심사위원 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고려하지 않음
위 두 점수 제외 후 나머지 점수 합산
준결승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6명의 경쟁자들 결승 진출

4 – 결승 (일요일 13h - 16h30)
모든 경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5분 전에 단상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각 경쟁자는 30분동안 STEP 또는 HiLow수업을 진행합니다.
준결승 시 STEP 수업을 진행한 경쟁자는 HiLow를 HiLow수업 진행한 경쟁자는 STEP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결승 점수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의 경쟁자부터 순서가 정해집니다.
STEP 인 경우 BPM은 최대 140BPM, 그리고 HiLow의 경우 최대 160BPM 까지 가능합니다.
결승 진출자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음악에 맞춰 결승전을 치루게 됩니다. CD 재생이 시작되면
트랙을 바꾸거나 BPM을 바꾸기 위해 음향장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결승에 사용될 CD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볼륨만이 심사위원단의 요청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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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25점
다음 조건에 의해 채점됩니다:
벌점
-

교육법 : 위험 감수 / 독창성
안무 : 위험 감수 / 독창성
실행 테크닉
생동감 커뮤니케이션 (수업 중 음악 사용 + 에너지 사용)
신체 체격 조건과 강사 만의 "+"
음악의 오류 – 1 점
단상 이탈 = 실격

심사위원 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고려하지 않음
위 두 점수 제외 후 나머지 점수 합산
결승 때에는 각 경쟁자의 점수가 종합순위와 함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최고 점수를 받는
참가자들은 다음 최고 점수자가 나올 때 까지 지정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승 경쟁자들 최고 점수를 받는 경쟁자가 2019 토탈 프리스타일 트로피의 주인공이 됩니다.

심사위원:
심사위원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은 국제 발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대회 중 경쟁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PRO심사위원들:
-

Katia Vasilenko
Taras Klimov
Yamine Saoudi
Kanae Takaegahara
Fares Soltani
Laetitia Vital
Riccardo Camicia
Karina Filbien
Fathi Mohammedi
Mustafa Ait A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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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PRO 카테고리
1등
-

1200€ 상금

-

Summer Convention 2019 에서 1회 수업
Episode TF 에서 하루
Starter스타쥬 혹은 Elite 중 택1 하루

-

Fitness4 에서 하루

-

Aquitaine Fitness Party 2019에서 하루
Nakama Fit 에서 하루
모로코 Carrefour des experts에서 하루

-

800€ 상금

-

Summer Convention 2019 에서 1회 수업

-

Année 2019 passionné 제공 + Salon Body Fitness Paris 3일

-

400€ 상금

-

Summer Convention 2019 에서 1회 수업

-

Année 2019 passionné 제공 + Salon Body Fitness Paris 3일

-

Année 2019 passionné 제공 + Salon Body Fitness Paris 3일 + Summer Convention 2019
(숙소 미포함)

-

Année 2019 passionné 제공 + Salon Body Fitness Paris 3일 + Summer Convention 2019
(숙소 미포함)

-

Année 2019 passionné 제공 + Salon Body Fitness Paris 3일

2등

3등

4등

5등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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