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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하이빈(중국펜싱협회장), 아시아펜싱연맹 집행위원회 합류 

 

왕하이빈 중국펜싱협회 회장이 FCA 집행위원회에 동아시아 지역의 디렉터로 합류했습니다. 왕하

이빈의 임기는 2020년 말까지이며, 따라서 최근 중국펜싱협회 회장에서 사임한 왕웨이의 임기를 

이어 받습니다. 

FCA 집행위원회는 아시아의 5개 지역 디렉터 포지션을 포함하며, 디렉터들은 FCA에서 투표 권리

를 갖습니다. 왕하이빈은 플러레 선수 출신이며, FIE 명예의 전당의 일원이자 FIE 코치위원회 위원

입니다. 

 

 

Julian Seow(줄리안 서), FIE SEMI 위원회 위원으로 초청 

 

싱가포르 펜싱협회장인 줄리안 서가 FIE로부터 FIE SEMI위원회 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중국펜

싱협회의 Yuan Xiang의 사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줄리안 서는 2016년 FIE 총회에서 열린 투표에서 상위 11번째 였고, 줄리안 서보다 많은 투표수

를 가진 사람은 10명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Yuan Xiang 을 대신 하는 것이어서 FIE내의 아시아 

쿼터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2019 FCA 총회 개최지, 요르단 암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맘에서, FCA 집행위원회 회의와 총회가 2019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6월 16일 방콕에서 열린 FC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되었습니다. 일본펜싱협회는 FCA 회의 

개최를 포기하였으나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개최는 계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 도쿄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일본펜싱협회는 최근 아시아펜싱선수권개최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FIE랭킹이 

걸려있는 대회는 내년 6월 13일부터 18일 까지 입니다. 도쿄는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지이고, 같

은 도시에서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 하면 선수들은 4년 연속 멀티 스포츠 대회에 참

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지역 외에 서 처음 개최 된 1964 도쿄 올림픽 대회로 잘 알려져 있고 일본은 

매년 펜싱그랑프리대회, 2012 와카야마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2016 23세 이하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 등 중요하고 많은 대회를 개최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 아시아베테랑선수권대회는 일본의 와카야마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대만, 2019 아시아베테랑선수권대회 개최 확정 

 

대만 펜싱협회 회장 Dr. Victor Chang은 2019 대만 아시아베테랑펜싱선수권대회 개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FCA 총회에서 비준된 FCA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습

니다. 대만은 활발한 베테랑 펜싱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아시아 국가가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 준비 

 

2018 아시안게임은 2018년 8월 18일 자카르타에서 개회식으로 시작하여 9월 2일 폐회식으로 끝

이 납니다. 이 4년 주기의 대회는 가장 큰 대륙별 대회이고 올림픽 다음으로 참가를 많이 하는 

대회 입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속한 45개 국가가 참가 할 것입니다. 펜싱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의 

Cendrawasih 실에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인도네시아펜싱협회 회장인 Agus 

Suparmanto는 이 큰 대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함께 확

인했습니다. 

 

 

아시아베테랑연맹전 승인 

 

FCA 집행위원회는 6월 16일 방콕에서 열린 집행 위윈회 회의에서 아시아베테랑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8-2019 시즌부터 아시아베테랑연맹전을 하기로 승인했습니다.  FCA 베테랑위원회 위원

장인 Dr. Francis Kwong이 제안했습니다. 

위원장은 2015년 마닐라에서 시작된 이래에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시아

유소년연맹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회 참가자는 FCA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이트를 통

해 FCA 사이트에 엔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23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 FCA라이선스와 등록이 필요 

 

FCA 집행위원회는 다가오는 필리핀 파식 시티에서 2018년 10월 13일에서 18일까지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 모든 대회 참가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FCA 라이선스(2018-2019)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FCA 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아시아유소년연맹전과 같습니다.) 

2. 이 라이선스는 23세 이하 대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FCA는 라이선스 비를 받지 않습

니다. 각 국은 크레딧 생성을 아시아연맹으로 요청 후 생성이 되면 대회 등록이 가능합니

다. 

3. 모든 라이선스들은 10월 필리핀 파식시티에서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이후에

는 즉시 무효화 됩니다. 

 

 

 

 

 

아시아펜싱연맹 회장 

Celso L. Dayr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