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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MA Championship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quirements 

of World MMA Association. 

세계 MMA대회는 세계MMA협회의 규칙 및 요구사항에 따라 개최됩니다. 

Individual-team competitions are held in 6 weight categories with individual-team 

classification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대회 참여국은 6체급으로 개최됩니다. 

 

I. GOALS AND OBJECTIVES(목적): 

- 세계 제일 강한 선수와 팀 결정; 

-WMMA의 개발 및 프로모션; 

- 심사위원과 코치의 자격 및 수준개선; 

- 활동적인 사람들의 다른 그룹 참여유도; 

- 국가간 무술 영역의 협력 확대 

  

II. 경기 장소와 일정 

No. Competitions  Age Group  Dates  Place  Number of 

participants 

1 세계대회 18 세 이상 

남성 

2014년 9월 
11-12 

Minsk, Belarus, 국가 6 명, 

체급당 1명  

 

III. 운영위원회 

- World MMA Association (WMMAA).  

-벨로루시 스포츠 와 여행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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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크 소시 행정 위원회 

-벨라루스 혼합 무술 비정치 연합 

우승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심사위원회가 대회를 직접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WMMA 대회의 총괄 judge는 Radmir Gabdullin (Russia)입니다. 

 

IV. 참가자들의 조건 

18세 이상의 혼합 무술 훈련을 2년이상 받은 SPORT ID에 등록이 된, 경기 참가자 또는 팀 

지도자에 의해 등록된 혼합무술에서 1년 이상 훈련을 받은 자로 의학 검사 7일 전에 한 사람은 

참가할 수있다.  SHERDOG에 따라 3경기 이상 출전할 수 없다. 등록비는 자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참가 신청서는 2014년 8월 15일 까지 이메일 과SPORT ID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출 해야합니다.  

참가팀은 7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운동선수- 체급별 6명 

 - 코치/ 팀 리더/ 1인 

자격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다.  

-연맹의 표준 신청서는 연맹 회장과 코치 의사의 서명 날인 봉인되어야 한다. 

- 신분증명서; 

- 승인 완료된 카드 (Annex No. 1,2,3) 

- HIV 와 B형 C형 간염 증명서(원본) 

- 건강보험 계약서(원본) 

 - 애국가 CD또는 USB 와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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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시작을 위해 도핑 관리를 경기 진행 중이나 후에 받아야 한다. 도핑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실격입니다.  

 

 

I. 경기 형태와 장비  

대회 규칙에 따라 선수는 반바지와 보호 장비를 착용 해야 한다.  

• 최소한 5온스 장갑(파란색 빨간색 테이프로 손목 주위를 부친다) 

 • 마우스 피스; 

• 사타구니 보호 장비; 

•정강이 보호대 . 

MMA 헤드기어는 사용 가능하다. 18~21 세의 선수는 보호 헬맷을 사용해야 하고, 이경우 

상대방도 헬맷을 사용해야 한다.. 

선수는 신발 없이 경기한다. 

WMMA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모든 장비는 WMMAA 에 의해 인증한다. 장비는 

«MMA IMPERIA PRO» 상표로 증명된다. 

 

II. 경기 프로그램  

세계 MMA선수권 대회은 2014년 9월 11-12일 Minsk, Belarus에서 열립니다. 

2014년 9월 10일 

Before 16:00 – 선수 입국 16:00-19:00 – 자격 증명위원회와 참가자의 신체검사 계체량 

18:00-19:00 –계체량 weigh-ins, draw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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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심사위원 세미나Judges seminar for judges working at the Championship; Meeting of team 

representatives with judges; 

9월 11일, 2014 

From 10:00 – 예선전preliminary, semifinal fights; 

9월 12일 , 2014 

From 18.00 -  결승전 

9월 13일, 2014 

-출국. 

 

 

III.  경기 스케쥴 

 

예선전: 체급에 16명이상 등록된 경우, 모든 선수는 1/8까지 3분 1라운드로 경기한다. 만약 

무승부인 경우 효과점을 받은 선수가 승리한것으로 한다. 

1/8 부터 결승전이 치루어진다.: 각 3 분 2 라운드(의자에서 60 초 휴식). 만약 2 라운드가 

무승부인 경우 추가라운드가 치루어진다. 

결슨전은 각 5분 2라운드 의자에서 60초 휴식  만약 2라운드가 무승부이며 추가 라운드가 

이루어진다.  

우승자는 WMMAA에 승인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IV. 종합  

개인 팀 대회, 개정, 추가 및 특정 조항은 WMMAA의 공식 대회 규칙에 의에 실사합니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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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은 올림픽 체제에 따라 65이하, 70이하, 77이하, 84이하, 93이하, 93이상 6체급으로 진행됩니다. 

팀의 배치는 팀 구성원의 개인별 분류에 따라 결정 됩니다. 

IX. for 1st place – 10 points;  

X. for 2nd place – 8 points;  

XI. for 3rd place – 6 points;  

XII. for 4th place – 5 points;  

XIII. for 5th place – 4 points;  

XIV. for 6th place – 3 points;  

XV. for 7th place – 2 points;  

XVI. for 8th place – 1 point.  

5등은 준결승에서 진 선수며, 6등은 8강전에서 진 선수며, 7등은 동메달 선수에게 진 선수며, 8등은 

4등에게 진 선수이다. 

 

IX. 상금 

대회 수상자는 특별한 챔피언 벨트가 수여된다. 우승자의 코치들도 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1차 2차 3차에 우승한 팀도 우승컵과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X. 비용 

다음의 금융 기술위원회가 주최자 및 선수권 파트너에게 제공한다. 

-명예 손님과 WMMA관리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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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숙소 출발 뿐만 아니라 국제 심판과 레프리의 지불 보장 

-모든 참가자와 그들의 코치와 팀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 

-계체량의 자격 증명 위원회 구성 및 모든 참가자와 그들의 팀 멤버에게 계체 절차 

-모든 참가자의 보안을 보장  

-광고 캠페인 구성 

-모든 필요한 준비 및 지불을 위한 계약 

-적어도 2개의 링과 모든 장비 제공 

-규정에 따른 수상자에게 보상 규정 

-사진 과 비디오-녹음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실행 위원회 결성 

비자, 여행 경비 및 식사는 그들의 경비로 한다. 

대표단 ‘Belavia’ airlines은 2014년 8월 10일까지 비자을 받으면 

30%할인이 가능하다. 

 

IX. 대회참여서 

신청서는 대회 규칙에 따라 2014년 8월 15일 이전에 제출한다.  

선수들은 8월 15일까지 Sport ID시스템에 등록 해야한다. 

팀은 2014년 9월 10일 16:00까지 Minsk에 도착 해야 한다 

. For additional information: 

Tatiana Klimenko wmmaa.info@gmail.com +7 921 345 85 07 

Michail Mazur mikhail.mazur@gmail.com 

Visas, flights: 

Executive Director of Federation of hand to hand fighting and MMA of Belarus 

Korolkov Maksim info@mixfight.by +375 29 374 8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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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in SPORT ID system: 

Adel Fayzulin adel.fayzullin@mixfight.ru +79650970434 

office@sportsid.org 
 

These regulations are the official invitation to the competition 

이 규정은 대회의 공식적인 초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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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rovisions are an official invitation to the competitions 
 
 
 

 
ANNEX No.1 

 
To Panel of Judges 
WMMAA World Championship  

APPLICATION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request to be licensed as a 
participant of the Mixed Martial Arts (MMA) World Championship 2013. I hereby certify that I 
acknowledge and ready to comply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n WMMAA World 
Championship”. 
  
Country(나라)  

Surname, first name(이름)  

Date and place of birth(생년월일)  

Citizenship(국적)  

Passport data (series, number, 

issuing authority and date of issue) 

여권발행일자 

 

Residential address, contact 

telephone number(주소 전화번호) 

 

Degree of skill (categories, ranks, 

titles) in different martial arts.기술 

 

Length of training (specify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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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arts)훈련기간 

Date and list of tournaments in 

which the sportsman participated, 

including professional ones: M-1 

Challenge, M-1 Global, UFC, 

Bellator, etc.다른 대회 도전 

날짜와 순위 

weight category, length of training, number of fights and 

victories (in his particular sport) 

Sports club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 ____________ 2013 
       사인)                                   (이름)     
 
LICENSE NUMBER __________________(TO BE COMPLETED AT THE CREDENTIALS 
COMMITTEE). 

ANNEX No. 2 
 
 
  

FIGHTER’S CARD(선수카드)  
 
 
Weight (몸무게)____________                                                        Drawing No._________ 
 
Full name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생년월일)_______________   Citizenship(국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rtial art(무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gree of skill (category, rank, titles) (무술의 기술 순위 

타이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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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ength of training (훈련기간)___________   Coach (코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etition Doctor (Full name(주치의)) 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 
 
Judge at weighing (Full name) 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KNOWLEDGEMENT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Regulations, Rules and Conditions of the Competi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ld on October 19-20, 2013, and I agree and undertake to comply with them. I believe that I am physically and 
technically prepared for participation in this competition. In case of any injuries and even death, neither I nor 
any of my relatives and agents will have any claims against the organizers, judges and other persons related to 
the competition. 
 
Passport dat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_2013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NEX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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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man is admitted 
to World Championship 2013 
WMMAA Director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_______________________ 2013 
 
 

ENTRY FORM FOR PARTICIPATION IN MIXED MARTIAL ARTS (MMA)  
WORLD CHAMPIONSHIP 2013 

 
from sportsm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of Championship – St. Petersburg, 2013 

 
Surname, first 

name (full) 
Country Date of 

birth 
Sports 
rank, 

category 

Weight 
category 

License 
No. 

Sportsman’s 
signature  

Doctor’s 
visa, 
seal 

        

 
 
Head of the Fed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ull name of the Fed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printed name, legal address, contact phone number)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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