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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펜싱연맹(FIE) 장비 규칙 변경 실시에 따른 국내대회 적용 시기 통보 


1. 항상 본 협회 업무협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국제펜싱연맹(FIE) 장비 규칙 일부 변경 사항을 2018년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

선수권대회 및 2018 세계펜싱선수권대회부터 또는 2018-2019 시즌부터 국제펜싱연맹(FIE)에서 

변경 적용 시행함에 따라 2018년 제4차 전체이사회(2018.3.29.) 의결,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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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프로텍터 :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칙 m.25.3. 복장의 성격. c 적용(800뉴톤(Newton))

    1) 적용시기 : 2019.1.1.부터 본 협회 개최하는 모든 국내대회 적용 

    2)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3.c 규정) 

    3) 적용규정 및 내용 : 국제펜싱연맹(FIE) 공인 받은 800뉴톤(Newton)의 속프로텍터만 사용 가능 

     

제2장 장비와 복장

일반조건

m.25

  3. 복장의 성격

c) 자켓, 언더 프라스톤, 도복바지는 은 저항 800뉴톤(Newton)의 재질이어야 한

다. 아주 특별한 주의를 겨드랑이의 재봉질에 기울어야 한다. 800뉴톤의 상체 위

험부위 보호용 속옷(부록A “생산자를 위한 안전규격”참조) 역시 의무적이다.

  나. 도복 :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칙 m.25.3. 복장의 성격. c 적용 (800뉴톤(Newton)) 

    1) 적용시기 및 내용 : 2020.1.1.부터 본 협회 개최하는 모든 국내대회 적용 

    2)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3.c 규정) 

    3) 적용규정 및 내용 : 국제펜싱연맹(FIE) 공인 받은 800뉴톤(Newton)의 도복만 사용 가능

     

제2장 장비와 복장

일반조건

m.25

  3. 복장의 성격

c) 자켓, 언더 프라스톤, 도복바지는 은 저항 800뉴톤(Newton)의 재질이어야 한

다. 아주 특별한 주의를 겨드랑이의 재봉질에 기울어야 한다. 800뉴톤의 상체 위

험부위 보호용 속옷(부록A “생산자를 위한 안전규격”참조) 역시 의무적이다.



  다. 마스크 -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칙 m.25.7. 적용(규정 적용 마스크)

     1) 적용시기 : 2020.1.1.부터 본 협회 개최하는 모든 국내대회 적용 

     2)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7.마스크 규정) 

     3) 적용규정 및 내용 : 규정 적용 국제펜싱연맹(FIE) 공인 받은 마스크만 사용 가능

                           (구형 마스크 사용 불가) 

     

제2장 장비와 복장

일반조건

m.25

7. 마스크

f) 마스크는 마스크의 뒤쪽에 두 개의 다른 안전 시스템이, 시스템의 밴드들의 양 

끝이 마스크의 양쪽에 단단히 고정된 스트랩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밴드들은 

SEMI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 금속 덮개가 있는 마스크

· 중앙 밴드 (스트랩)는 45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스트랩은 뒷통수를 가로 질러 위치가 충분히 낮게 위치해야한다. 머리에 있는 

끈의 마스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하십시오.

· 밴드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늘이기를 하면 영구적으로 소성 변형되지 않아

야한다.

  변형을 일으키며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빨리 돌아가야한다.

· 체결 시스템은 두 배가되어야합니다 : 이중 보안 시스템으로 폐쇄되어야합니다 

(Velcro ™를 적어도 두 번 부착해야 함).

· Velcro ™는 최소 750 N / cm의 변형률을 가져야한다.

· 매직 테이프로 스트랩을 부착하는 태그는 마스크의 각면에 고정해야한다.

- 금속 덮개가 없는 마스크

· 메인 스트랩의 위치는 마스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한다. 정확한 

거리는 제조업체가 결정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25/30 mm).

· 스트랩에는 3 개의 고정 점이 있어야한다.

· 기존의 마그네틱 스트랩 사용은 필수이다.

● 교체절차 일정

 1. 마스크 구형모델의 고정시스템 교체는 2017-2018시즌 동안 진행된다.

 2. 2017-2018시즌 중 월드컵대회(청소년, 시니어), 그랑프리, 대륙별선수권대회

에서 구형 모델의 마스크 사용이 허용된다.

 3. 2018 세계선수권대회(베로나 청소년,유소년선수권대회/우시 세계선수권대회)

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새로운 마스크 모델을 사용해야한다.

 4. 2018-2019 시즌 시작부터는, 구형모델의 마스크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끝.

             사단 
                 대 한 펜 싱 협 회 장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