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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5.7 마스크

a) 마스크는 철망으로 만들어져야하며, 그 망의 그물코의 크기는 최대 2.1mm이며, 철선의 굵기는 최소 직

경 1mm이다. 뒤쪽에 두 개의 다른 안전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b) 모든 종목에서 마스크는 부록 A의 안전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이 규격에 맞는 품질 표시를 갖

추어야 한다.

c) 마스크 검사 시, 의심이 날 경우, 책임자는 원추꼴이 4도인 원추형 송곳을 철망에 찔러보아 전면과 측면

의 철망의 형태가 변하는 지의 여부와 12kg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지를 검사할 수 있다.

d) 위의 안전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마스크는 검사원이나 주심에 의해 마스크를 제출한 선수나 선수와 관

계된 팀의 감독이 보는 앞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뜨려야 한다.

e) 마스크의 바베뜨는 1600뉴톤 저항의 티슈로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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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히 고정된 스트랩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밴드들은 SEMI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다음의 요구사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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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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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해

야합니다 (일반적으로 25/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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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8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정 변경적용안내


1. 항상 본 협회의 업무협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 일부사항을 2018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
대회부터 변경, 적용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소속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파견 선수들의 대회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칙 m.25.7(마스크) 변경
    가. 적용시기 : 2018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2018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 적용 
                   후 2018-19시즌부터 적용
    나.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7 규정) 
    다. 적용규정   



· 스트랩에는 3 개의 고정 점이 있어야한다.

· 기존의 마그네틱 스트랩 사용은 필수이다.

제2장 장비와 복장

m.25.4.c 

c) 모든 종목에서 베스트 안에 가슴 보호막(금속 또는 단단한 재질로 제작)의 사용은 여자 선수는 의무이며 

남자선수는 선택사항이다. 플러레에서 가슴 보호막은 보호용 속옷 아래에 착용해야 한다. 

   플러레에서 보호대는 아래의 특징을 가진다. 가슴 보호구의 외부 전면(상대에게 노출되는 양면)은 E.V.A

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로 덮여 있어야한다. 두께 4 mm, 밀도 22 kg / m3. 

(재료는 현재의 플라스틱 모델에 부착되거나 새로운 보호대 제조시에 적용된다.)  해당 장비의 상단 가

장자리 중앙에 SEMI 기술 마크가 있어야한다.

      

2. 국제펜싱연맹 장비규칙 m.25.4. c (가슴보호대) 적용
    가. 적용시기 : 2018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부터 적용
    나. 근    거 : 국제펜싱연맹(FIE) 장비규칙(제2장 장비와 복장/ m.25.4.c 규정)
    다. 적용규정   

      

첨부 : 국제펜싱연맹(FIE) 변경 장비규칙(한/영) 각 1부 .  끝.
 

             사단 
                 대 한 펜 싱 협 회 장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