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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WMMAA 조건 및 규칙으로 진행한다. 

팀 대회가 6체급 개인 및 참가자 국가 팀 순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I. 목적 및 목표: 

- 세계 최강 팀 정의; 

- 종합 무술 MMA 세계적으로 개발 및 홍보; 

- 심판, 코치, 그리고 선수의 훈련 수준 증가 시킴;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모든 사람 끌어 오기; 

- 세계 국가 간 종합 무술 MMA 분야에서 향상된 협력; 

II. 대회 장소 및 날짜 
# 선수권 대회 구분 연령층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여자수 

1.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18살 

이상 

2014년 5월 22-

24일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체육관 

카즈무카나 

무나이트파소바 9 

국가 선수 6명 

이하  

각 체급에 선수 

1명  

 
 
III. 대회 주최자 

- 세계 MMA 협회(WMMAA) 

- 카자흐스탄 주짓수 및 중합 무술 연맹 (카자흐스탄); 

 
월드컵 예선 단계 및 결승전 준비 진행을 조직위원회가 한다. 

대회 경기 진행이 심판위원에 달려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 심판위원장 - Gabdullin Radmir (러시아); 
 
 

IV. 참여의 참가자와 요청 및 조건 요구 

  
대회 선수권에 자기 지도자로 선언됐던 선수들이 18 살 이상, 적어도 2 년 동안 파워 스포츠나 또는 아무 종합 

무술을 배웠던 선수, 적어도 1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던 선수, 대회 열리기 7일 전에 검진 검사를 받았던 선수만 

참여할 수 있다. 

 예선 단계 진행한 기간에 SHEDOG 규칙으로 경기 3개 이하 했던 선수들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다. 경쟁 

선수의 액세스를 제어하고 참여 자격 단계 자격 심사위원회와 월드컵의 마지막에 달려있다.  

 월드컵 예산 단계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 신청서가 조직위원회에 늦어도 2014년 5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한 참여한 팀에 7명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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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 6명 각 체급에 선수 1 명 식 

- 코치/지도자– 1명 
 

심사위원회한테 다음과 같이 제공이 된다: 

심사위원회가 선수 신청서 검토하고 대회 참여 최종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서를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신관 3). 신청서가 반드시 연맹 지도자, 코치 및 의사 서명과 도장이 

찍혀야 한다; 

- 신원 확인서; 

- 참여자 작성된 카드 및 접수증 (신관 1,2); 

- HIV하고 B, C 형 간염 증명서 (원본); 

- 본 대회로 발행된 의료 보험(원본) 

- 참여하는 국가-참여자가 추가적으로 전자 파일로 자기 국가의 애국가 및 국기를 제공한다. 

참여자 간에 같은 시작을 하는 목적으로 대회 하는 동안이나 대회 끝난 시간에 심판들이 참여자에게 마약 

테스트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여자 또는 팀의 대표자가 요청한 철자에 고절을 하면 팀-참여자가 대회에 허용되지 

않고 실격 처리된다. 
 
 
 

V. 운동복 및 선수의 준비 

대회 진행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길거나 짧은 레슬링 바지를 착용하고 보호 탄약도 착용해야 한다: 

• 장갑 손가락 부분에 적어도 5 온스 오픈 상태이어야 한다(반드시 파란색과 빨간색 테이프를 착용해야 

한다; 

• 치아 보호 카파; 

• 사타구니 보호하는 붕대; 

• 정강이 보호;  

헬멧을 선수 마음에 따라 착용한다. 

21살 미만 선수들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선수는 신발 없이 경기를 한다. 

월드컵 예산 단계 및 결승전 참여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반드시 WMMAA 연맹 인증을 받아 놔야 한다. 

«MMA IMPERIA PRO» 상징이 있는 장비가 인증이 된다. 
 

VI. 대회 프로그램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2014년 5월 22-24일,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체육관 카즈무카나 무나이트파소바 9 주소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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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2일 

오후 4 시까지-도착 하고 호텔까지 이동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심사위원회 회의 선수들 검진 검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 계제량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심판위원회 세미나, 국가 팀 대표자들 회의 
 
2014년 5월 23일 

오전 10시까지 – 예비 경기 및 준결승 
 
2014년 5월 24일  

오후 6시부터 – 결승전 
 
2014년 5월 25일 

귀국하는 날 
 
  

VII. 경기 진행 규정 

월드컵 예산 단계: 

한 체급에 선수들이 16명 이상 참여하면 모든 경기가 1라운드 3분씩 결승전 1/8 단계까지 한다. 만약에 무승부 

경우라면 마지막 점수 얻었던 선수가 이긴다. 

결승전 1/8 단계에서 모든 경기가 2 라운드 3분씩(60초 휴식 의자 가능) 한다. 2 라운드에 무승부 결과가 나온다면 

더 한 에그스트라 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다. 

결승전 경기는 2 라운드 5분씩(60초 휴식 의자 가능) 한다. 2 라운드에 무승부 결과가 나온다면 더 한 에그스트라 

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다. 

우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WMMAA 승인 대회의 규칙에 따라 한다. 
 
 

VIII. 결과 계산 

IX. 결과 계산 

팀 및 개인 경기가 WMMAA 인증을 받았던 «종합 무술 MMA의 공식 경기 규칙» 진행한다. 경기가 올림픽 

시스템(두 3등)으로 진행한다. 5체급: 65.8kg까지, 70.3kg, 77.1, 84.0kg, 93.0kg, 93kg 이상. 

팀 위치 개인으로 얻었던 가장 많은 점수로 정의가 된다. 

1등– 10점; 

2 등 – 8 점; 

3 등 – 6 점; 

4등 – 5 점; 

5 등 – 4 점; 

6 등 – 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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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 – 2 점; 

8 등 – 1 점. 

1/4 단계에서 챔피언한테 지면 5등을 받는다. 1/4 단계에서 은 메달 선수한테 지면 6등을 받는다. 1/4 단계에서 

동 메달 선수한테 지면 7등을 받는다. 1/4 단계에서 4등 선수한테 지면 8등을 받는다. 
 

X. 시상식 

선수권 대회 개인으로 1등 했던 승리자들이 챔피언 벨트를 받는다. 
2등 하고 3등 승리자들이 메달, 상장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 코치들이 메달 하고 상장을 받는다. 1등, 2등, 3등 
했던 팀들이 컵 하고 상장을 받는다. 

 
 

XI. 재원 조건 

경기 조직위원회 및 스폰서가 다음과 같은 자금 및 기술적 것을 맡긴다. 
 

1. - WMMAA 지도자 중에 명예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 국제 심판 도착, 숙소, 출발 및 업무에 관한 지급을 제공한다; 
3. - 대회 참여자 숙소 제공한다; 
4. - 심판에게 지급을 보장; 

5. – 숙소에서 호텔까지 차량 제공 

6. - 대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7. - 대회 장소에 경비를 제공한다; 
8. - 광고 캠페인; 
9. - 대회 장소를 마련한다; 
10. - 링 및 스포츠 장비 제공; 
11. - 수상자에게 상장, 선물 및 상품을 제공한다; 
12. -대회 사진 및 동영상을 마련해서 WMMAA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13. – 마이크, 라이트 시스템, 음송 시스템 제공 

14. – 선수권 대회는 국제 규정에 따라 HD 포메트로 6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 

15. 유럽 Eutel Sat E7A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제공 

16. VIP 좌석을 마련 

17. 선수권 대회에 관한 작업에 필요에 따라 WMMAA 로고 사용 
 

18. 비자, 식비, 도착 및 출발(선수, 코치) 각각의 부담을 준다. 
 

XII. 대회 참가 신청서 

선수권 대회 참여 신청서는 선수권 대회 규정에 따라 2 사본으로 만들어져야 되며 늦어도 2014년 4월 22일 
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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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팀들이 키에프에 2014년 5월 22일에 도착해서 16:00시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비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e-mail로 보내면 된다.  
E-mail: wmmaa.info@gmail.com,  

 
모든 정확한 내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 

WMMAA 상무국장: 블라디미르 흘로판 + 38 098 803 15 99  wmmaa.info@gmail.com 

WMMAA 회장 고문: 클리멘코 따띠아나 + 7 921 3458507 t.klimenko.m1@gmail.com 

카자흐스탄 주짓수 및 중합 무술 연맹 회장: 아나톨리 김 +7 778 6111009 mmatopteam.kz@gmail.com  

심판과 관련된 질문 대회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문의 

유럽 선수권 대회 심판위원회 대표: 가브둘린 라드밀 +7 905 729 07 02  
 

 
 
 
 
 
 
 
 
 
 
 

본 조항은 대회 공식 도전 신청서이다 
 

신관 1 
 
 

WMMAA 아시아 선수권 대회 심사위원회 귀하 
 

신청서 
 

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비 단계/월드컵 결승전에 대회 MMA 종합 무술 참여자로 

허용을 요청한다. 본 신청서로 «WMMAA 월드컵 철자 규정»에 관한 모든 명세를 수행하겠다 증명한다. 

국가  

성명  

생년월일 및 태어난 지역  

국적  

여권 정보(여권 번호 및 발행해 준 기관)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여러 무술 종류 기술 레벨 (순위, 등)   

고용의 경험(무술 종류 기재)  

프로 토너먼트(«М-1 CHALLENGE», «М-1 

Global», UFC, Bellator 등)에 참여한 경유에 날짜 

체급, 고용의 경험(무술 종류 기재), 경기 및 승리 수 
 

mailto:wmmaa.info@gmail.com
mailto:wmmaa.info@gmail.com
mailto:t.klimenko.m1@gmail.com
mailto:mmatopteam.k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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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너먼트 이름 기재  
 
 

체육관 또는 스포츠 클럽 기재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2013년  월  일                  서명                     서명의 증명 
 
 
허용 번호__________________(심사위원회 회의 때 기재된다.)                                        

 
  

신관 2 
 
 
 

참여자의 카드 

체급 ________      추첨 번호__________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 국적__________________ 

무술 종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술 레벨 (순위, 등)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험 고용_____________________ 코치______________________ 
  
대회 의료 담당자(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 

계체량 심판(성명) _____________서명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서 

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4년 5월 22-24일에 진행하는 대회 조건 및 대회 철자 규정을 알고 앞으로 잘 지키고 수행하겠다. 저는 본 대회 

참여하기 위한 기술적, 육체적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부상, 심지어 사망 경우에 저 하고 저희 친척 

또는 재단 자들이 본 대회 조직, 심판 그리고 본 대회에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안 하겠다. 

여권 정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4년   월   일     서명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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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3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선수 인정서 

WMMAA 이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14년    월    일 

 
2014년 종합 무술(MMA)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선수의 참여 신청서 

선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스타나 2014년   월    일 

성명 국가 생년월일 계급 체급 허용 번호 선수 서명 의사의 

인증 및 

도장 
 
 

       

 
연맹의 지도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맹의 전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서명 증명, 법인 주소,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