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15ème Concours National
du Meilleur Sommelier
en Vins de France

주최

주관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소펙사 코리아

2016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일정
15ème Concours National du Meilleur
Sommelier en Vins de France

신

청

자

격

소믈리에 부문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현직 호텔 레스토랑, 일반 레스토랑, 와인바에서 와인을 서빙 또는 판매하는 자
어드바이저 부문(일반인 부문)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소믈리에 부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와인에 관심있는 모든 자
※‘소믈리에 부문’에 해당하는 자는‘어드바이저 부문’에 응시할 수 없으며,‘어드바이저 부문’에 해당하는 자는‘소믈리에 부문’에
응시할 수 없다.
휴직 중인 소믈리에의 경우에도‘소믈리에 부문’으로 응시 가능하되, 결선 전까지 소속 업장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결선 진출이 불가하다.

참

가

비

소믈리에 부문 : 44,000원 / 어드바이저 부문 : 44,000원
계좌번호 및 예금주 : 농협 302-0112-2302-91 (예금주 : 손광훈)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참가비를 입금하도록 한다. 입금 확인은 다음날 오후 6시 이후
소펙사 홈페이지(www.sopexa.co.kr)에 로그인 후 MYPAGE>대회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 지불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금 전 소펙사에 문의해야 한다.
*참가비는 대회 신청 마감일인 3월 11일(금)까지 완불해야 한다.
*참가비는 접수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 가능하다(접수 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환불은 접수 기간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
2016년 1월 11일(월) - 3월 11일(금) (온라인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참가비 입금)

신청서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 : 소펙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증명사진 파일 첨부 필수)
2) 온라인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참가비 입금
※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시 상 내 역
소믈리에 부문 : *결선 상위 5명에게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와 UDSF B.A(보르도·아끼뗀 소믈리에 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수여 및 프랑스
와이너리 연수 기회 부여 (연수기간 및 일정, 지역 등은 추후 공지 예정)
- 1, 2위 : 항공료, 숙식비 지원
- 3, 4, 5위 : 숙식비 지원 (항공료 본인 부담)
*결선 1, 2위 : 아시아 소믈리에 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 (아시아 9개국 참가 예정, 자세한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결선 1위 : VINTEC 와인 셀러 증정, RIEDEL 디캔터 증정

어드바이저 부문 : 상위 1명에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와인 어드바이저 인정서 수여 및 소비자가 50만원 상당의 프랑스 와인 증정
라피트 로칠드 스페셜 프라이즈 : 소
 믈리에 부문 2차 예선 진출자와 역대 수상자 및 입상자 중에서 <라피트 로칠드 스페셜 프라이즈> 부문의
최고득점자에게 라피트 로칠드에서 발급하는 인정서와 부상 수여 (자세한 부상 내역은 소펙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3월 24일(목) : 1차 예선
● 1차 예선
시간 : 3월 24일(목) 오전 10:00 - 오후 12:00 (오전 9:40까지 입실)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셀레나홀(7F)
대상 : 소믈리에 부문 및 어드바이저 부문 신청자
선발 : 소믈리에 부문 상위 15명 + 역대 입상자 중 지원자 최대 5명, 어드바이저 부문 상위 3명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 검정색 볼펜(연필, 샤프 사용 불가), 시계(손목시계만 가능, 핸드폰 및 스마트 워치 사용 불가)
결과 발표 : 4월 14일(목) 이후 소펙사 홈페이지에 공지
● 부대행사
[랑그독 와인 세미나]
시간 : 3월 24일(목) 오후 2:00 - 오후 4:00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셀레나홀(7F)

5월 19일(목) : 2차 예선
● 2차 예선
시간 : 5월 19일(목) 오전 9:00 - 오후 6:00 (오전 8:30까지 입실/실기 시험 - 당일 제비뽑기로 순서 결정)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소연회장(6F)
대상 : 1차 예선 소믈리에 부문 상위 15명 + 역대 입상자 중 지원자 최대 5명, 어드바이저 부문 상위 3명
선발 : 소믈리에 부문 상위 7명, 어드바이저 부문 상위 1명
특징 : 영어 또는 불어 중 택 1
● 부대행사
[쌩떼밀리옹 그랑 크뤼 끌라쎄 시음회]
시간 : 5월 20일(금) 오후 1:00 - 오후 5:00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셀레나홀(7F)

7월 7일(목) : 결선 및 시상식
● 결선
시간 : 7월 7일(목) 오후 1:00 - 오후 5:30 (당일 제비뽑기로 시험 순서 결정)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두베홀(7F)
대상 : 2차 예선을 통과한 소믈리에 7명
선발 : 상위 5명 (동점일 경우 연소자에게 우선권 부여,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 기준)
특징 : 영어 또는 불어 중 택 1
● 시상식
시간 : 7월 7일(목) 오후 6:00 - 오후 8:00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셀레나홀(7F)
*결선 및 시상식은 공개로 진행되며(일반인 입장 가능), 참관을 원할 시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소펙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참관할 수 있다.

문의
소펙사 코리아 Tel : 02-3452-9496 / E-mail : sopexa.korea@sopexa.com
※ 행사 일정 및 장소는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정보는 소펙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