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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펜싱 가슴보호대 규정 적용 실시에 따른 국내대회 적용 시기 통보 


1. 항상 본 협회 업무협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국제펜싱연맹(FIE) 경기 규칙 장비 규정 및 2019년 제3차 전체이사회

(2019.04.28.)의 의결에 따라 가슴보호대 장비 규정(m.25.4.상의.c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협회 및 소속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규정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여 

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슴보호대 

    1) 적용규정 및 내용 : 여자 플러레 종목 가슴보호대의 외부 전면(상대에게 노출되는 양면)은 

E.V.A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덮여 있어야 함.  

    2) 적용시기 : 2019.6.1.부터 본 협회 개최하는 모든 국내대회 적용

                  (※ 2019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부터 적용) 

    3) 적용종목 : 여자 플러레  

    4)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4.상의.c 규정) 및

                  2019년 제3차 전체이사회(2019.4.28.) 의결

       

제2장 장비와 복장

일반조건

m.25

  4. 상의

a) 남녀 모든 종목에서 상의의 아랫부분은 선수가 갸르드 자세를 취하였을 때, 바지를 

최소한 10cm 높이 정도 덮어야 한다.(m.28, m.34 참조).

b) 상의는 의무적으로 칼을 쥔 손의 팔꿈치에서 소매부리까지와 겨드랑이 부분에서 허

리까지를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 에뻬에서 선수는 의무적으로 상체의 모든 부분을 

덮는 규격에 맞는 상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c) 모든 종목에서 베스트 안에 가슴 보호대(금속 또는 단단한 재질로 제작)의 사용은 

여자 선수는 의무이며 남자선수는 선택사항이다. 플러레에서 가슴 보호대는 보호용 

속옷 아래에 착용해야 한다. 

   플러레에서 보호대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가슴 보호대의 외부 전면(상대에게 노

출되는 양면)은 E.V.A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로 덮여 있어

야한다. 두께 4 mm, 밀도 22 kg / m3. (재료는 현재의 플라스틱 모델에 부착되거나 

새로운 보호대 제조시에 적용 된다.) 해당 장비의 상단 가장자리 중앙에 SEMI 기술 

마크가 있어야한다.

                                                                                끝.

             사단 
                 대 한 펜 싱 협 회 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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