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00시,도 대표선발전 대회요강
1. 대회명칭 : 2020년 00시,도 대표선발전 대회

2. 대회주최 및 주관 : 00시,도주짓수회

3. 대회요강

 ○ 대회일시 : 2020. 00. 00(요일) 09:00~17:00

 ○ 대회장소 : 지역별 체육관 (주소기재)

 ○ 참가종별 :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대학일반(통합)

 ○ 참가대상 : 대한체육회 전문선수 등록완료된 선수(* 2020.2.12. 경기인등록규정 변경 – 대한체육회)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고등부 3학년, 19세는 일반부신청 가능*) - 20.9.29 의결사항

              대학부, 일반부(통합)

              * 전문선수등록 확인은 시도등록담당관 확인 필수

 ○ 참가신청 시트 : https://forms.gle/UDQcMqM6ScSrmU5M6 (지역별 수정요망)

 ○ 접수신청 : 00부터 00까지

 ○ 참 가 비 : 0만원

 ○ 주최자배상보험가입(의무사항)

 ○ 입금계좌 : 시도주짓수회 입금계좌

                입금된 금액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급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참가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경기용 띠는 파란띠, 빨간띠 착용입니다.

    (되도록 챙겨 오시고 없을 시에는 협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 문 의 : 지역 실무담당자(문자로만 연락, 응답)

4. 행사일정(협회 자체내에서 변경가능)

구분 시간 내용 비고
계체량 09:00~09:30 일괄계체(도착순서대로 계체진행)

시상식은 
모든 경기가 
끝난후 진행

대회준비 10:00~11:00 심판세미나 및 룰미팅
국민의례

11:00~11:30

애국가(대회참가자 전원 매트) 
묵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내빈소개
개회선언 시도주짓수회 회장

축사,격려사 관련내빈 축사
선서 선수대표 남,여 1명씩

오후경기 11:30~ 오후경기시작(매트별 동시진행)
시상식 대회끝난직후 체급별 시상

폐회선언 시상식이후 폐회식

https://forms.gle/UDQcMqM6ScSrmU5M6


5. 체급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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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신청

   ○ * 해당체급에 한명만 신청시에 시,도 대표선발전은 1위로 인정하며 국가대표선발전에 출

전자격이 있음(20.9.29 이사회 의결사항)

   ○ 대진은 계체완료 후 시합 전 추첨

   

일반부

(2001년생 부터)

대학부

(재학중 대학생)

경기시간 6분

19세이하부

(고등부1,2,3)

유급고등학생포함

경기시간 5분

16세이하부

(중등부1,2,3)

유급중학생포함

경기시간 4분

13세 이하부

(초등부4,5,6)

유급초등학생포함

경기시간 3분

13세이하부

(초등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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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허용 및 금지기술



7. 주의 사항

  ○ 백색도복만 착용가능 (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출전 불가)  

     * 유소년(초등이하)의 경우에 ‘금년에’ 한해서만 도복은 백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해서 검정 또는 백색으로 한다(20.9.29 – 시도재량사항)

     * 아래 도복규정 참고

  ○ 호명한 후에도 매트에 경기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는 실격 처리

  ○ 도복 이외의 상의나 하의 타이즈 착용 금지 (하의 속옷 반드시 착용)

  ○ 테이핑은 심판진 확인 후 허용

  ○ 마우스피스 착용가능, 낭심보호대 착용금지, 이어가드는 여성만 착용가능

  ○ 시합 중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심판 권한으로 경기 중지

  ○ 국제주짓수연맹(JJIF)과 아시안주짓수연맹(JJAU)이 정한 시합규칙(룰)을 채택

  ○ 대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대회 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퇴장 및 징계 조치

  ○ 지도자, 심판,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장 전 구역 금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 경기장 전 구역 상의 탈의 금지

  ○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한체육회 징계기준     

    * 다음장 별지 참고

도복규정



[별지]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대한체육회 규정)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

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6개월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