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야구대회
【배트 규제】

2017. 5. 27(토)

~ 5. 28(일)

(15) 배트는 참가부별 안정성 수준을 고려하여 동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목적 및 무분별한 오용을 막기 위해 부별 기준 값 이상으로 제작· 공인
한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 (추후 공인배트 통과 된 품목 공지)
<표> 압력시험 기준 값

부
일반
청소년
유소년

알로이 배트
3,350N
3,400N
2,600N

* N=뉴턴

컴포짓 ․카본 배트
4,000N
4,100N
2,900N

* 배트규제 -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에 명기된 8종류의 배트는 대회 중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대상 배트 - 이스턴 XL1(일명 단무지 배트), 이스턴 XL1(일명 홍당무배트)
COMBAT 포텐트(포어텐트)알파배트, COMBAT 포텐트(포어텐트)배트,
앤더슨나노텍 배트, 드마리리니 CF7, CF8, CF ZEN
추가 - 샘퍼니 거번 BLACK MAMBA 카본배트 / 드마리니 2016년형CF8 컴포짓배트 /
드마리니 2016년형 CF 컴포짓배트 / 드마리니(DwMarini) 2015 CF7 /
컴뱃 포어텐트 / 이스턴 2014년형 컴포짓배트 “XL"
이스턴 2015년형 컴포짓 배트“XL1" 홍당무 / 컴뱃 PZKLRSL165 ZKILLER풀 컴포짓
드마리니2017 WTDXCBR CF ZEN 컴포짓/ 샘퍼니 거번GOBERN 풀카본 옐로우맘마
미켄 2015 프릭 LIMITED EDITION 카본배트, 2016 STORM Z-ONE 풀카본배트 /
OMEGA 불빠따 컴포짓 투피스 배트 / 티라노다크호스&흑마 /
해피빠따 HS6(불빠다2) / 이스턴 마코비스트 XL / 거번배트 카본알도 /
엔젤도나 TK52 카본배트
* 롤링, 쉐이빙 등 튜닝 배트 금지
* 도색배트 금지
* 배트에 프린팅된 배트의 길이, 무게, 성분등이 허위로 기재된 배트는 금지 배트로 규정
[EX. 33-32 -5드랍으로 적혀있으나 (28oz(793g))
실제무게가 29oz인 822g 이상이거나 27oz인 765g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오차범위 10g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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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규제배트

[단무지 배트]

[드마리니 CF ZEN]

[드마리니 CF7]

[드마리니 CF8]

[앤더슨나노텍]

[컴뱃 포어텐트 알파]

[컴뱃 포어텐트]

[홍당무배트]

* 롤링, 쉐이빙 등 튜닝 배트 금지
* 도색배트 금지
* 배트에 프린팅된 배트의 길이, 무게, 성분등이 허위로 기재된 배트는 금지 배트로 규정
[EX. 33-32 -5드랍으로 적혀있으나 (28oz(793g)) 실제무게가 29oz인 822g 이상이거나 27oz인 765g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오차범위 10g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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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배트(추가)

[ 샘퍼니 거번 BLACK MAMBA 카본배트]

[ 드마리니 2016년형 CF8 컴포짓 배트]

[ 컴뱃 포어텐트 ]

[ 드마리니 2016년형 CF8 컴포짓 배트]

[ 드마리니(Demarini) 2015 CD7]

[ 이스턴 2014년형 컴포짓 배트 “XL1" *단무지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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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2015년형 컴포짓배트 “XL1" *홍당무] [컴뱃 PZKLRSL165 Zkiller 풀 컴포짓배트]

[드마리니2017 WTDXCBR CF ZEN 컴포짓배트]
[SAMPANTY 샘퍼니 거번 GOVERN 풀카본 옐로우맘바]

[미켄 2015 프릭LIMITED EDITION 카본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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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TORM Z-ONE 풀카본배트]

[OMEGA 불빠따 컴포짓 투피스배트]

[해피빠따 HS6(불빠다2)]

[거번배트 카본알도]

[티라노다크호스&흑마]

[이스턴 마코비스트 XL]

[엔젤도나 TK52 카본배트]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