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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MMA 세계 선수권 규칙 및 세계 MMA 협회의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개별 팀의 대회
참가 국가 중 개별 팀의 분류와 7 체급에서 개최된다.
I. 목적과 목표
- 강한 스포츠맨과 세계 팀의 결정;
- 개발 및 전 세계 격투기 (MMA)의 추진;
- 심사 위원 및 코치 자격 및 교육의 스포츠맨 수준의 향상
-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있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룹의 참여;
- 세계 MMA 의 개발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II. 장소와 경쟁의 날짜
경쟁의 종류 : 세계 선수권 대회
연령 그룹 : 18 세 이상 남성
날짜 : 2015 년 11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장소 : 체코, 프라하(Arena Sparta Podvinný Mlýn)
Czech Republic, Prague, Podvinný mlýn Arena, Podvinný mlýn 2131/11

참가자 수 : 한 국가에서 선수 7 과 1 팀대표 (체급당 1 명의 코치)
III. 대회의 조직
세계 격투기 협회 & 교육부,
체코 청소년 스포츠, 체코무술연합, 체코 MMA 협회
우승을 위한 준비는 세계 및 지역 (체코) 조직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세계 조직의
담당은 타티아나 Klimenko 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조직 로컬 (체코)의 담당은 페트르
Kares 입니다. "연락처"의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심판위원회는 경기에 대한 직접 책임있습니다. 세계 MMA 선수권 대회의 심사 위원
위원회의 담당은 Radmir Gabdullin (러시아)입니다.
IV. 참가자들에게 요구 사항과 그들의 입학의 조건
1. 대회 장소 및 일정
2. 출전 선수 자격과 출전 조건
당 대회에 출전 선수 대상자는 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술 종목 중 하나의 종목 교
육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도자의 추천서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당 대회 출전하기 위해

훈련과정이 있어야 하며, 신체 검사는 대회 시작 하기 전 7개월 전 이하여야 합니다.
당 대회에 출전할 선수는 SHERDOG 시스템에 의해 승부 5번 이하여야 함. 출전 선구 자격
확인은 2015년 세계MMA대회의 선수자격 심사위원회가 맡고 있음.
출전 신청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조직위원회측으로 wmmaa.info@gmail.com 메일로 보내주셔
야 합니다.
각 나라 팀 총수는 8명이어야 함: 선수 7명 (각 체급 1명)과 코치 혹은 팀 대표 1명
선수 자격 심사위원회는 선수 신청서 검토를 하여 출전 승인과 금지할 권리 있습니다.


국내 MMA 협회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지도자, 협회, 코치, 의사 사인 필수)



신분증



인증된 개인 카드



에지 검사확인서, B,C형 간염 검사 확인서 (원본)



의료 보험증과 당 대회 보험증명서 (원본)



국기, CD혹은 USB에 녹음된 국가

공평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경기중후 도핑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
트를 거부한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출전 자격 해제됩니다.
3. 도복과 액세서리
경기 진행 규정에 의해 출전한 선수는 바지 혹은 반바지를 입어야 하며 보호 액세서리를 착
용해야 합니다:


글러브 착용과 청색 또는 홍색 밴드를 팔꿈치에 밴딩 해야 함



마우스피스



낭심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MMA 경기에는 헤드기어 착용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18세 ~21세 선수는 헤드기어
착용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선수 헤드기어 착용할 경우 본인도 착용해야 합니다.

신발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4. 경기 진행 법
각 체급당 출전할 선수 16명 이상일 경우 각 경기 1/8강까지 3분짜리 라운드 하나로 하고 무승
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점수를 딴 선수에게 승이 부여됩니다.
1/8강부터 경기 진행은 3분 짜리 라운드를 2번식 합니다 (쉬는 시간 60초, 의자). 무승부 경우에
는 추가 라운드를 진행함.
2강에서는 5분짜리 라운드를 2번식 하고 (쉬는 시간 60초, 의자). 무승부 경우에는 추가 라운드를
진행함.
승부는 WMMAA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5. 결과 정리
당 경기 형식은 개인전과 팀 전이며 진행은 WMMAA에서 승인된 공식 MMA 규정에 따른다. 경
기 진행 방식은 올림픽 경기방식이고 (3등 2개), 7의 체급으로 진행된다:

-61kg, -65.8 kg, -70.3kg, -77.1kg, -84.0kg, -93.0kg, +93kg
팀 점수는 소속 선수 개인전의 총 점수로 정한다:
1등 – 10점
2등 – 8점
3등 – 6점
4등 – 5점
5등 – 4점
6등 – 3점
7등 - 2점
8등 – 1점
5등은 4강에서 챔피언에게 진 선수에게 주어지고 6등은 4강에서 은메달 받은 선수에게 진 선수
에게 주어지며, 7등은 동메달 받은 선수에게 진 선수에게 주어지고, 8등은 4등 받은 선수에게 진
선수에게 주어진다.
6. 수상
당 대회의 개인전에서 1등 선수들은 챔피언 벨트를 수여한다.
개인전에서 2등, 3등 선수들은 메달, 상장과 경품을 수여하고 코치는 메달과 상장을 받는다.
1등, 2등, 3등 팀은 트로피와 상장을 받는다.
7. 지원 조건
2015년 세계 WMMAA 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WMMAA임원, VIP 손님 체재비용



시설 팀 체재비용



국제심판과 레프리 숙식, 교통비 지원 및 비용지급



출전 선수 숙박비, 숙소에서 경기장과 개체량 소까지의 교통비



자격증명위원회에서 개체량 진행



대회 의료팀 지원 (최소 2팀의 스포츠 의료진, 구급차2대, 응급조치시설이 되어있는 구급
차 1대)



경기장에서의 경찰팀 지원



대회에 대한 광고



링과 필요한 소지품 지원 (링은 최소 2개)



시상에 대한 준비



집행위원회를 위한 경기 촬영 시설.

8. 출전 시청 사항
출전 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2부를 2015년9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 꼭 스포츠 아이디에 등록해야 한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2015년 11월 26일 오후 20시까지 프라하에 도착하여야 한다.

상세 일정
아래의 일정이 예정일정으로써 변경될 수 있음
2015.11.26
10:00~11:00

- 조직 위원회 회의

12:00~20:00

- 등록, 개체량, 신체 검사

21:00~22:00

- 총회

23:00

- 온라인 대진표 알림

23:30

- 온라인 다음날 경기 순서 알림

2015.11.27
08:00~09:00

- 국제 레프리 세미나

09:00~10:00

- 국제 Rulse 설명회

10:00

- 오프닝 행사

10:30~18:30

- 경기 (4강까지)

19:00

- 온라인 다음날 경기 순서 알림

20:00

- 각 나라 MMA 단체 회장 및 임원 공식 식사 대접

2015.11.28
18:00

- 결승전 및 수상식

22:00

- 파티

2015.11.29
-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