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 대회 요강

가. 대회개요
- 대회명 : 2022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 / 제9회 생활체육복싱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년 05월 07일(토) 10시 개회식 / 용인대학교 복싱경기장
- 검진 및 계체량 시간 및 장소 : 2022년 05월 07일(토) 08:00-09:00 / 용인대학교 복싱경기장
- 감독자 회의 : 2022년 05월 07일(토) 09:00 용인대학교 복싱경기장 ※반드시 참석요망
- 개회식 : 2022년 05월 07일(토) 10시 / 용인대학교 복싱경기장

나. 경기규칙
1) 참가체급 및 경기방식
종별(체급)

경기방식

휴식시간

비고

초등부 저학년(남, 여) 8체급
초등 1학년-3학년
-25kg, -30kg, -35kg, -40kg,

2013-2015년생

-45kg, -50kg, -55kg, +55kg

1분 *

초등부 고학년(남, 여) 8체급

2라운드

40초
초등 4학년-6학년

-30kg, -35kg, -40kg, -45kg,

2010-2012년생

-50kg, -55kg, -60kg, +60kg
중등부(남, 여) 8체급
중1 – 중3
-40kg, -45kg, -50kg, -55kg,

2007-2009년생

-60kg, -65kg, -70kg, +70kg
고등부(남, 여) 8체급
-50kg, -55kg, -60kg, -65kg,
-70kg, -75kg, -80kg, +80kg
일반부(남, 여) 10체급

1분30초 *
2라운드

고1 – 고3
1분

2004-2006년생

20대부
30대부

-50kg, -55kg, -60kg, -65kg, -70kg,

40대부

-75kg, -80kg, -85kg, -90kg, +90kg

40대부 이상

2) 경기용품 : 한국복싱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헤드기어, 글러브만 착용가능 함. 단, 진단서 첨부시 코보호
헤드기어 착용 허용. 기타장비(캡, 가슴보호대, 마우스피스, 머리 망 등)는 개인 지참.
3) 심판은 3심제로 운영.

4) 참가자격 : 순수 생활체육 복싱동호인.
5) 유니폼 : 대회 출전 시 해당 코너 색상의 유니폼 착용

다. 참가신청
- 참가비 5만원, 계좌번호(KEB하나은행 346-910017-86504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복싱진흥원)
↳ 신청접수는 참가비 입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신청

kjy100577@naver.com (참가신청서 첨부 / 주민등록 기재 필수 *보험가입*)

전화접수

010-8752-3080

카카오톡접수

카카오톡 ID: kjy100577

- 04월 11일(월)부터 04월 27일(수) 16시 마감(선착순 300명 한정).
※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대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제한
- 프로복싱 선수, 킥복싱 및 격투기 관련 선수로 활동한 자.
- 광역시·도 및 국가를 대표해서 아마추어 복싱경기에 출전한 자.
- 건강상의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중인 자, 임신중인 여성

마. 기타사항
- 참가자 전원은 본인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을 지참해야 함.
-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소속의 선수는 최우수선수 선정 등 기타 혜택에서 제외함.
- 음주자는 대회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참가할 수 없음.

바. 유소년 꿈나무 안내
- 초등부 상위 입상자들에 한하여 한국복싱진흥원 경기력 향상 훈련 참여기회 제공

2022년 04월 11일

(사)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