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IF(국제주짓수연맹-전문선수) 체급(2020년 기준)

마스터 +35(5분)

성인 +18(~2002)

U21

경기시간 6분

U18(16/17)

(생년2003~2004)

경기시간 5분

U16(14/15)

(생년2005~2006)

경기시간 4분

U14(12/13)

(생년2007~2008)

경기시간 3분

U12(10/11)

(생년2009~2010)

경기시간 3분

U10(8/9)

(생년2011~2012)

경기시간 1.5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6kg -45kg -46kg -40kg -38kg -32kg -30kg -25kg -24kg -22kg -21kg -20kg

-62kg -48kg -50kg -44kg -42kg -36kg -34kg -28kg -27kg -25kg -24kg -22kg

-69kg -52kg -55kg -48kg -46kg -40kg -38kg -32kg -30kg -28kg -27kg -25kg

-77kg -57kg -60kg -52kg -50kg -44kg -42kg -36kg -34kg -32kg -30kg -28kg

-85kg -63kg -66kg -57kg -55kg -48kg -46kg -40kg -38kg -36kg -34kg -32kg

-94kg -70kg -73kg -63kg -60kg -52kg -50kg -44kg -42kg -40kg -38kg -36kg

+94kg +70kg -81kg -70kg -66kg -57kg -55kg -48kg -46kg -44kg -42kg -40kg

- - +81kg +70kg -73kg -63kg -60kg -52kg -50kg -48kg +42kg +40kg

- - - - +73kg +63kg -66kg -57kg +50kg +48kg - -

- - - - - - +66kg +57kg - - - -

   생년의 기준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신청 [성인 +18 경우 2002년부터 이전 생년(ex 2001,2000....등) 신청가능]

   국제대회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2명 참가 가능

   2020년 2월 이후 국가(시도)대표는 +18, 청소년국가(시도)대표는 U18 U16 등으로 선발하되 학제(초.중.고.대학)에 따른 대회는 재학생에 한해 출전



대한주짓수회 체급(전문선수) 및 규정

○ 계체는 도복미착용 계체, 래쉬가드(반팔티) 및 반바지, 당일계체,

○ 체육정보시스템에 전문선수 등록을 한 선수만 신청 가능.

○ * 해당체급에 한명만 신청시에는 선발 취소(환불)

○ 대진은 계체완료 후 시합 전 추첨

○ 경기시간

초등부(13세이하부) – 3분 (저학년1,2,3학년부, 고학년4,5,6학년부)

중등부(16세이하부) – 4분

고등부(19세이하부) – 5분

대학/일반 - 6분

(인저리타임 : 공통 2분)

     

   ○ 체급표

일반부

(2001년생 부터)

대학부

(재학중 대학생)

경기시간 6분

19세 이하부

(고등부)

유급고등학생포함

경기시간 5분

16세 이하부

(중등부)

유급중학생포함

경기시간 4분

13세 이하부

(초등부 4,5,6학년)

유급초등학생포함

경기시간 3분

13세 이하부

(초등부 1,2,3학년)

유급초등학생포함

경기시간 3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6kg -45kg -46kg -40kg -38kg -32kg -30kg -25kg -24kg -22kg

-62kg -48kg -50kg -44kg -42kg -36kg -34kg -28kg -27kg -25kg

-69kg -52kg -55kg -48kg -46kg -40kg -38kg -32kg -30kg -28kg

-77kg -57kg -60kg -52kg -50kg -44kg -42kg -36kg -34kg -32kg

-85kg -63kg -66kg -57kg -55kg -48kg -46kg -40kg -38kg -36kg

-94kg -70kg -73kg -63kg -60kg -52kg -50kg -44kg -42kg -40kg

+94kg +70kg -81kg -70kg -66kg -57kg -55kg -48kg -46kg -44kg

- - +81kg +70kg -73kg -63kg -60kg -52kg -50kg -48kg

- - - - +73kg +63kg -66kg -57kg +50kg +48kg

- - - - - - +66kg +57kg - -



대한주짓수회 허용 기술(전문선수, 동호인선수)

       표에 나와있는 ×로 표시는 허용 불가 기술(U12의 경우 표 상에 나와있는 모든기술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U10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음), ×로 표시되어 있는 기술을 썻을 때 반칙패



도복 규정(대한주짓수회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계체는 도복미착용 계체, 래쉬가드(반팔티) 및 반바지 국제대회 & 국내전문선수대회는 백색도복만 가능, 띠는 빨간띠, 파란띠 준비

   국내 동호인선수대회에 한해서 백색, 로얄블루, 검정도복 착용가능. 국제대회는 전날계체, 국내선발대회 및 동호인선수대회는 당일계체

  



도복 패치 규정(대한주짓수회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 국제대회 및 전문선수대회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동호인선수대회는 예외를 둠



대한주짓수회 체급(동호인선수)

       기 체급(동호인선수)

       노기 체급(동호인선수)

소년(남자) 성인,마스터(남자) 성인,마스터(여자) 소녀(여자)

53.50kg 57.50kg 48.50kg 44.30kg

58.50kg 64.00kg 53.50kg 48.30kg

64.00kg 70.00kg 58.50kg 52.50kg

69.00kg 76.00kg 64.00kg 56.50kg

74.00kg 82.30kg 69.00kg 60.50kg

79.30kg 88.30kg 74.00kg 65.00kg

84.30kg 94.30kg 79.30kg 69.00kg

89.30kg 100.50kg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엡솔 공통

소년(남자) 성인,마스터(남자) 성인,마스터(여자) 소녀(여자)

51.50kg 55.50kg 46.50kg 42.50kg

56.50kg 61.50kg 51.50kg 46.50kg

61.50kg 67.50kg 56.50kg 50.50kg

66.50kg 73.50kg 61.50kg 54.50kg

71.50kg 79.50kg 66.50kg 58.50kg

76.50kg 85.50kg 71.50kg 62.50kg

81.50kg 91.50kg 76.50kg 66.50kg

86.50kg 97.50kg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한계체중없음

엡솔 공통



참가부문 및 체급표(동호인선수)- 2020년 기준 (도복 착용 후 계체)

  

1) 도복(Gi)부문 - 화이트벨트 비기너 (어덜트 참가자 중 1년 미만 수련자)

                  화이트벨트(학생부. 여성부. 어덜트. 마스터1,2,3) 

                  블루벨트 (여성부. 어덜트. 마스터1.2.3,4,5,6) 

                  퍼플벨트 (여성부. 어덜트. 마스터1.2.3,4,5,6)

                  브라운벨트 (여성부. 어덜트. 마스터1.2.3,4,5,6)

                  블랙벨트 (여성부. 어덜트. 마스터1.2.3,4,5,6) 

  

2) 체급표

 

연령 몸무게 벨트별 경기시간 비고

남초1,2

-25kg/-30kg/-35kg/

-40kg/-45kg/

-50kg/-55kg/+55kg

3분(화이트공통)

협의 후 진행

(선수가 적으므로 근접체급 매치메이킹 형태

로 이루어지며 부상이 우려될 시에는 중단 

및 취소될 수도 있음)

여초1,2

남초3,4

여초3,4

남초5,6

여초5,6

남중등부 -53.5kg/-58.5kg/

-64kg/-69kg/-74kg/

-79.3kg/-84.3kg/

-89.3kg/+89.3kg

4분(화이트공통)

학생증 지참
여중등부

남고등부
5분(화이트공통)

여고등부

성인부

(어덜트)

-57.5kg/-64kg/

-70kg/-76kg/

-82.3kg/-88.3kg/

-94.3kg/-100.5kg/

+100.5kg

4분(화이트비기너)

5분(화이트)

6분(블루)

7분(퍼플)

8분(브라운)

10분(블랙)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1
5분(화이트,블루)

6분(퍼플,브라운,블랙)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2

5분(모두)

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3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4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5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마스터6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부

어덜트

-48.5kg/-53.5kg/

-58.5kg/-64kg/

-69kg/-74kg/

-79.3kg/+79.3kg 

5분(화이트,블루,퍼플)

6분(퍼플,브라운,블랙)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부

마스터1

5분(화이트,블루,퍼플,브라운,

블랙)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