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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JJAU 아시아선수권대회

☐ 개요
○ 기간: 2020년 3월 22-29일

○ 장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경기장: King Abdulla Sports City)

○ 주관: 아시아주짓수연맹 (JJAU)

○ 주최: 사우디주짓수회 (Saudi Jiu Jitsu Federation)

○ 신청 마감일: 2020년 3월 1일(일)

☐ 비용
○ 참가비

- 마스터: $35/명

- U18, U21, 어덜트: $50/명

- U16: $15/명

○ 숙식비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카사블랑카 로얄 호텔 (4성): $86/1박 (싱글룸), $115/1박 (더블룸)

- 다이아몬드 엘리트 코너 호텔 (3성): $98/1박 (싱글룸), $128/1박 (더블룸)

- 썬 파크 호텔 (3성): $115/1박 (싱글), $130/1박 (더블룸)

- 카사블랑카 살람 호텔 (5성): $125/1박 (싱글), $145/1박 (더블룸)

- 마카렘 알 나크힐 리조트 호텔 (4성): $175 (싱글), $190 (더블룸)

- 카사블랑카 그랜드 호텔 (5성): $195/1박 (싱글룸), $220/1박 (더블룸)

☐ 체급
○ 마스터 남자: -56, -62, -69, -77, -85, -94, +94 kg

○ 마스터 여자: -45, -48, -52, -57, -63, -70, +70 kg

○ 어덜트 남자: -56, -62, -69, -77, -85, -94, +94 kg

○ 어덜트 여자: -45, -48, -52, -57, -63, -70, +70 kg

○ U21 남자: -56, -62, -69, -77, -85, -94, +94 kg

○ U21 여자: -45, -48, -52, -57, -63, -70, +70 kg

○ U18 남자: -46, -50, -55, -60, -66, -73, -81, +81 kg

○ U18 여자: -40, -44, -48, -52, -57, -63, -70, +70 kg

○ U16 남자: -38, -42, -46, -50, -55, -60, -66, -73, +73 kg 

○ U16 여자: -32, -36, -40, -44, -48, -52, -57, -63, +63 kg 



날짜 (요일) 시간 내용
22일 (일) - 도착

- 심판 회의
23일 (월) - 등록 (U16, U18, U21, 마스터)

- 개막식
- 도핑방지 세미나
- U16 경기
- 마스터 경기
- 코치 회의 

24일 (화) - U21 경기
- JJAU 회의

25일 (수) - U18 경기
- U21 경기
- 등록 (어덜트) 

26일 (목) - U18 경기
- 어덜트 경기

27일 (금) - 어덜트 경기
28일 (토) - 어덜트 경기

- 갈라 디너
29일 (일) - 관광 프로그램

- 출발

☐ 기타
○ 체급별 최대 2명 참가 가능 (주최국은 예외)

○ 모든 체급은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함 (3개국 미만 참가 시 경기 진행과 메달 수여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포인트는 인정되지 않음)

○ 숙식비 포함 사항: 수송 (공항-호텔-경기장 간), 식사 (아침, 저녁), 비자 발급

○ 모든 계체량은 해당 경기 직전 일 16:00-17:00에 시행

○ 계체량 시 여권 지참, 선수선서문 제출 

○ 흰색 도복만 허용, 패치 규정 숙지할 것

○ 도핑 검사 예정

○ 파란띠와 빨간띠 각자 지참

○ 대진표는 계체량 이후 공개

☐ 전체 일정 (3월, 초안, 변경 가능)

Jiu-Jitsu Association of Korea (JJAK) ∣ Address: [608-809] 3rd floor, Sooyoung-ro 274, Nam-gu, 
Busan city, Republic of Korea ∣ Email: info.jjak@gmail.com ∣ Phone: +82-(0)51-628-8567 ∣ Fax: 
+82-(0)51-860-0359 ∣ Website: http://jjak.or.kr ∣ SNS1: https://www.facebook.com/coreabjj ∣ SNS2: 
https://www.instagram.com/jjak_or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