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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서문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회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

주시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세계 무예의 조화(Harmony of the World Martial Arts)”를 주제로 

개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종합무예경기대회입니다. 

 

본 간행물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책자와 전자파일로 되어 있으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WMOC),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개요 및 

개최국인 대한민국, 개최도시인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주짓수 경기에 관한 기

술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이 개최되기 전에 본 경기기술규정집을 제공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

며, 본 책자가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한 임원, 선수 여러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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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2.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위원장 이시종 

위원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위원 최재근 

 이기흥  일렉산더 보이노프 

 드리스 엘 힐라리  타카미츠 호시코 

 김중헌  데이비드 밀러 

 조지 비탈  아리핀 보한 

 김상일  후미아키 시시다 

 김병주  류호영 

 허건식  러셀 안 

 김상면  이병구 

 라이송후아  리사렌츠 

 최충진  뤼영동 

 김영섭  색치 탑수완 

 바실리 세스타코프  김경배 

 석준호  파나지오티스 테오도로폴루스 

 헤이더 파르만  오영석 

 나세르 나시리  스테판 폭스 

 김정기  조길형 

 이동섭  나영일 

 전기영  백성일 

 멜빈탄  김미정 

 변재경  박귀순 

 박주희  매이아 아므로 

 쿠웨이-웬 왕  채리사 타이난 

 프라보오 수비안토   

사무총장 최재근 

사무차장 민영완 

기획조정팀장 허건식 

국제협력팀장 강성민 

행정지원팀장 권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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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WMOC) 

2.2.1 위원회 

명예대회장 반기문 

대회장 조정원 

조직위원장 이시종 

부위원장 한창섭 부위원장 유승민 

 문호준  여규태 

집행위원장 조길형   

집행위원 전원표 집행위원 조중근 

 김병주  임승빈 

 이종찬  이종호 

 윤정훈  김진곤 

 박인자  고근석 

 우선택  박종학 

 류호영   

2.2.2 사무국 

사무총장 이재영 

기획총괄본부장 한충완 

경기운영본부장 김남욱 

경기지원본부장 정민희 

기획총무부장 오기택 

홍보미디어부장 김윤미 

의전부장 김동수 

경기기획부장 김원묵 

수석경기전문위원 정은천 

경기운영1부장 하석호 

경기운영2부장 안상호 

문화사업부장 한치용 

경기지원부장 이승희 

경기시설부장 조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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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종합정보 

1.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소개 

1.1 대회개요 

| 대회기간 2019년 8월 30일 ~ 9월 6일 (8일간) 

| 대회장소 충주시 일원 

| 경 기 장 8개 경기장 

| 경기종목 20개 종목 / 202개 이벤트 

| 주    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충청북도, 충주시 

| 주    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WMOC) 

 

1.2 대회목표 

Harmony of the World Martial Arts 

 

1.3 슬로건 

 
전통 속에 머물러 있던 무예를 세계인과 함께하고, 이를 통해 세계가 하나되는 평화와 화합

의 미래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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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엠블럼 

 

• 대련하고 있는 선수의 이미지 

• 무한대를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띄 

• 충북, 충주의 영문 이니셜 ‘C’ 표현 

• 6대주를 의미하는 6색 음양오행의 컬러배열과 조화 

• 전통 속에 머물러 있는 무예와 세계가 하나되는 평

화와 화합의 장을 상징 

  

 

1.5 마스코트 

 

• 충주를 상징하는 원앙을 주제로 한쌍으로 표현 

• 대한민국 전통 무예 택견의 복장을 입혀 친근감 있

고 간결한 무예마스터십의 이미지를 형상화 

• 즐거운 표정과 환영하는 포즈는 충주지역에서 개최

되는 세계무예인의 축제를 나타냄 

  

 

2. 등록 및 승인 

최종 엔트리 제출 및 입촌비 납부를 완료한 참가자에 한하여, 등록 및 승인된 

등록카드(ID카드)가 발급될 것이다. 참가자는 ID카드를 항시 지참하여야 하며, 경기장 및 

선수촌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ID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등록센터는 주경기장, 본부호텔, 주기술임원호텔에 설치 및 운영하며, ID카드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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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 및 비자 

사증면제 협정 등에 의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전 최소 60일 

전에는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참가자의 원활한 비자발급을 위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각국 

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초청장 신청서를 접수하여 비자발급용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4. 수송 

4.1 입출국 수송서비스 

입∙출국 정보 및 항공기 운항시간에 따라 입∙출국하는 선수 및 임원에 대한 셔틀버스가 

제공된다. 

4.2 경기에 대한 수송서비스 

종목별 선수 및 임원의 숙소와 경기장간 수송 서비스가 경기일정에 따라 제공된다.  

4.3 훈련에 대한 수송서비스 

종목별 선수 및 임원의 숙소와 훈련장간 수송 서비스가 훈련일정에 따라 제공된다.  

4.4 경기관람을 위한 수송서비스 

선수촌과 경기장간 운행서비스는 다른 경기종목 관람을 원하는 선수 및 임원에게도 제공된다. 

단, 수송 우선권은 해당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수 및 임원에게 있다. 

4.5 짐 수송서비스 

선수 및 임원 소유의 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탑승하는 버스에 실어야 한다. 짐의 양이 많아 

공간이 부족 시 목적지까지 짐을 수송할 별도의 차량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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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 

선수 및 팀 임원들은 충주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호텔 및 연수원을 선수촌으로 하여 

숙식하게 된다.  

선수촌은 경기일 2일전에 입촌하고 경기일 1일후에 퇴촌한다. 안전을 위하여 선수촌 출입 

시에는 별도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6. 미디어 

6.1 프레스 센터 

충주종합운동장 내 프레스센터를 설치하여 선수들과 미디어간의 교류 지원, 미디어 현장 

취재활동 지원 및 요청사항 접수‧관리와 편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6.2 믹스드 존 

믹스드 존은 선수들이 경기 후 경기구역을 나왔을 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공간이며, 

방송사 및 언론이 경기구역 가까운 곳에서 선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허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WMC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선수는 반드시 믹스드 존을 통과하여야 한다. 

믹스드 존 인터뷰는 각 방송사와 언론에게 선수를 대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믹스드 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7. 의료 서비스 

모든 경기장에는 선수 의무실이 설치되며 이곳에는 전문 의료진과 구급차가 대기할 것이다. 

의무실에서는 경기장 개장 기간 동안 현장 의료처치 및 필요 시 대회 지정병원으로 응급후송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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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최지 정보 

8.1 대한민국 정보 

일반 

(2018) 

국가명 대한민국 

수도 서울 

위치 대한민국은 아시아대륙 북동쪽의 일본, 러시아, 중

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가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음. 

영토 220,258(남한100,364)㎢ 

경위도 동경 127° 30', 북위 37° 00' 

국기 태극기 

국화 무궁화 

통화 원 (US $1=1,118원) 

언어 한국어 (문자체계: 한글) 

인구 

(2018) 

총인구 51,826천명 

인구성장률 0.34% 

경제 

(2018) 

GDP US $ 1조 5,477억 

수출 US $ 6,049억 

수입 US $ 5,352억 

주요 공산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 휴대폰, 철강, 화

학약품 

여행정보 

주말(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09:00 ~ 18:00) 

현지시간 GMT +9 

전압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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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충청북도 정보 

충청북도 소개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도로, 북쪽에 태백산맥, 동쪽에 

소백산맥, 북서쪽에 차령산맥이 지난다.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한랭건조한 온대 

몬순기후로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교육,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신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교통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7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남서부에는 

경부선철도, 북동부에는 중앙선철도, 내륙의 북동~남서 방향으로 충북선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이 위치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면적 및 위치 

충청북도의 면적은 7,407㎢이고, 경위선은 각각 동경 127°16'∼128°38', 북위 36°00'∼37°15'에 

위치한다. 

 

인구 

2019년 1월 기준으로 충청북도 인구는 1,638,729명(등록외국인 포함)이고, 708,227가구가 

충북에서 거주하고 있다.  

 

관광지 소개 

충북은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충주댐, 대청댐과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이 있다. 유명관광명소로 청남대, 청풍문화재단지, 충주세계무술공원, 수안보온천, 법주사, 

국악체험촌, 산막이 옛길, 도담삼봉 등이 있다.  

추가정보: http://www.chungbuknad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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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충주시 정보 

충주시 소개 

대한민국 중앙부와 충청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계명산, 월악산, 국망산, 천등산 등으로 

둘러싸인 산간분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한강과 요도천이 관통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많은 역사문화유산과 온천, 산악, 호반 등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주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고장으로 격년제로 세계무술축제가 

열리고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충주세계무술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무예의 

중심지이다. 바이오헬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친환경농업을 

성장동력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 있게 고루 잘사는 모범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교통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열십자형 고속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선 

철도가 충북의 북동~남서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철도가 

2021년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충주시는 국토 중심부에 유치하고 고속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면적 및 위치 

충주시 면적은 984㎢이고 경위선은 각각 동경 127° 39’ ~ 128° 08’이며 북위 37° 47’ ~ 37° 

12‘에 위치한다.  

 

인구 

2019년 1월 기준으로 215,865명(등록외국인 포함)이고, 93,292가구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관광지 소개 

충주시는 산악, 온천, 호반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중원문화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명한 관광명소로는 월악산,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충주호, 충주세계무술공원, 

중앙탑공원, 탄금대,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충주미륵대원지 등이 있다. 

추가정보: https://www.chungju.go.kr/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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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기술규정 

1. 경기일자 

주짓수 경기는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건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2. 장소 

구분 경기장 연습장 

명칭 건국대학교 체육관 선수촌(예정) 

선수촌과의 거리 17km - 

규격 8m x 8m, 2매트 1매트 

수용인원 1,520 - 

 

3. 경기운영 

3.1 기술대표(Technical Delegate): 요아힘 툼파르트 (GER) 

- 국제주짓수연맹(Ju-Jitsu International Federation, JJIF) 본부장  

3.2 종목담당관(Competition Manager): 김명한 (KOR) 

 

4. 세부종목 

주짓수 경기는 다음과 같이 남자 9개, 여자 6개 종목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세부종목으로 구

성된다. 

 남자 (9) 여자 (6) 

주짓수(네와자) -62kg 

-85kg 

+85kg 

-52kg 

-70kg 

파이팅 -62kg 

-85kg 

+85kg 

-52kg 

-70kg 

컨텍 -69kg  

-94kg 
-63kg 

듀오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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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 일정 

일자 세션 시간 성별 세부종목 단계 

8.29 

(목) 

 10:00   ITO/NTO 회의 

 14:00   대표자 회의 

 14:30 남/여 전체 대진추첨 

 16:00 

남 네와자 -62kg 

의무검진 및 계체 

남 네와자 -85kg 

남 네와자 +85kg 

여 파이팅 -52kg 

여 파이팅 -70kg 

남 파이팅 -62kg 

남 파이팅 -85kg 

남 파이팅 +85kg 

여 네와자 -52kg 

여 네와자 -70kg 

8.30 

(금) 

JJ1 10:00 

남 네와자 -62kg 

예선전 

남 네와자 -85kg 

남 네와자 +85kg 

여 파이팅 -52kg 

여 파이팅 -70kg 

JJ2 15:00 

남 파이팅 -62kg 

예선전 

남 파이팅 -85kg 

남 파이팅 +85kg 

여 네와자 -52kg 

여 네와자 -7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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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토) 

JJ3 10:00 

남 네와자 -62kg 

동메달 결정전, 결승, 시상식 

남 네와자 -85kg 

남 네와자 +85kg 

여 파이팅 -52kg 

여 파이팅 -70kg 

남 파이팅 -62kg 

남 파이팅 -85kg 

남 파이팅 +85kg 

여 네와자 -52kg 

여 네와자 -70kg 

 15:00   심판 클리닉 

9. 1 

(일) 
JJ4 

16:00 
남 듀오 남자 

예선전 
여 듀오 여자 

18:00 

남 컨텍 -94kg 

의무검진 및 계체 여 컨텍 -63kg 

남 컨텍 -69kg 

9. 2 

(월) 

JJ5 10:00 

남 컨텍 -94kg 

예선전 여 컨텍 -63kg 

남 컨텍 -69kg 

JJ6 14:00 

남 컨텍 -94kg 

동메달 결정전, 결승, 시상식 

여 컨텍 -63kg 

남 컨텍 -69kg 

남 듀오 남자 

여 듀오 여자 

※ Note: 경기일정은 최종 참가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경기규정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주짓수 경기는 국제주짓수연맹(JJIF)의 현행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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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으로 하며, 만약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일반

문제 및 기술문제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 문제: WMC헌장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 문제: 국제주짓수연맹(JJIF)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7. 경기방식 

7.1 경기방법 

- 주짓수 경기는 JJIF 스포츠 규정에 따라 패자부활전과 함께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

행한다. 참가자가 7명 이하일 경우 풀 방식으로 진행한다.  

- 컨텍 주짓수는 싱글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 대진은 무작위로 추첨된 숫자의 순서대로 구성되며, 각 체급별 두 개의 동메달이 수여된다.  

- 경기종류 및 방식  

•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 패자부활전 라운드 

• 동메달 결정전 

• 결승 

 

7.2 경기시간 

국제주짓수연맹(JJIF)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주짓수(네와자) 경기는 6분 1라운드로 진행하며, 파

이팅 경기는 3분 1라운드로 진행한다.  

컨텍 주짓수 경기는,  

- 예선전 경기: 2분 + 추가 1분의 “골든 미뉴트” (주심의 결정에 의해 그렇게 판단될 경우) 

- 준결승 및 결승 경기: 3분 + 최대 2분의 추가 골든 미뉴트 경기.  

- 두 연속적인 경기 사이에는 반드시 20분의 회복시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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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가신청 

8.1 참가자격 

WMC 헌장과 규칙 및 그 부칙에 준하는 선수만이 주짓수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제주짓

수연맹(JJIF)가 승인한 선수만이 주짓수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8.2 엔트리 일정 

- 종목엔트리(Entry by Sports) 마감: 2019년 3월 31일 24:00(한국시간 기준, GMT +9) 

- 수엔트리(Entry by Number) 마감: 2019년 5월 15일 24:00(한국시간 기준, GMT +9) 

- 명단엔트리(Entry by Name) 마감: 2019년 6월 30일 24:00(한국시간 기준, GMT +9) 

 

8.3 엔트리 규정 

- National Federation은 세부종목별 2명의 선수만을 참가시킬 수 있다. 

- National Federation은 최대 남자 18명, 여자 12명의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 참가선수의 나이제한: 남녀선수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001. 12. 31 이전 출생) 

※ 각 National Federation의 임원 수는 참가 선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명단엔트리 제출 후에 선수 또는 팀의 참가를 철회하는 National Federation은 JJIF로부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입촌비 

 해외선수단 예시 

2인 1실 1박 20$ 20$ x 4박 = 80$ 

비용부담 National Federation  

※ 위 입촌비는 해외선수단에 한함. 

※ 숙박, 수송, 3식이 포함된 1박 1인의 가격임. 

※ 선수 및 임원의 입촌비는 명단 엔트리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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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임원 

10.1 기술대표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주짓수 경기 기술대표는 국제주짓수연맹(JJIF)이 임명하고, 세계무

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WMOC)에 의해 승인된다.  

10.2 심판 및 소청위원회 

필요한 기술임원(배심원, 심판, 계시원 등)과 주짓수 경기의 소청위원회는 국제주짓수연맹(JJIF)

이 임명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WMOC)에 의해 승인된다.  

 

11. 기술회의 및 주요일정 

11.1 기술회의 

- 일자: 2019년 8월 29일 / 시간: 10:00 / 장소: 기술임원 호텔(예정) 

11.2 대표자회의 

- 일자: 2019년 8월 29일 / 시간: 14:00 / 장소: 선수촌(예정) 

11.3 추첨 

 일자 시간 장소 

사전 대진추첨 2019. 08. 29 14:30  

최종 대진 2019. 08. 29 16:00 온라인 

※ 추첨은 대표자회의 시 비공개로 진행되며, 추첨 시 증인으로서 팀 매니저, 감독, 코치 또는 

팀 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JJIF 스포츠 규

정 참조) 

11.4 의무검진 및 계체 

 일자 시간 장소 

파이팅 

주짓수(네와자) 
2019. 08. 29 

의무검진  16:00 
추후확정 

계체 16:00 

컨텍 2019. 09. 01 
의무검진  18:00 

추후확정 
계체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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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의 및 소청 

경기장에서 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에게 제기된 이의제기 및 항의는 소청 없이 기술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심판의 결정에 이견이 있거나 다른 문제에 대한 소청은 해당 National 

Federation의 대표가 시간 내에 소청위원장에게 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야기한 사건 발생 후 10분 내에 모든 이의제기가 이뤄져야 한다. 소청위원회는 조

사가 끝나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모든 항의와 소청은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항의는 국제주짓수연맹(JJIF)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모든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1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 예치 없는 항의는 접수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소청의 권리가 박

탈될 수 있다.  

 

13. 경기용기구 및 유니폼 

주짓수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가 사용하는 경기용 기구 및 유니폼은 JJIF 규정 및 규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기준의 경기용 기구 및 유니폼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참가 선수는 소속 National Federation의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되며, 어떠한 선수나 기술임원도 

WMC와 2019 충주 WMOC의 사전 동의 없이 유니폼에 상업적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14. 도핑검사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간 중 도핑검사는 국제주짓수연맹(JJIF)의 반도핑 규정에 따라 수

행되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국제표준 절차를 따른다.  

 

15. 시상식 

각 세부종목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된다. 동메달은 3위 

2명에게 수여된다. 시상식 시작 15분전 수상자들은 시상식 준비를 위해 대기실로 안내될 것이

다. 수상자들은 반드시 National Federation의 공식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통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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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디어와 인터뷰 

선수는 Mixed Zone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기가 끝난 후 Mixed Zone을 통해 지나간다. 선수

는 인터뷰 요청이 있을 경우 프레스 컨퍼런스 및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17. 경기안내센터(SIC) 

주짓수의 모든 종목 세부정보는 스포츠 안내데스크에서 얻을 수 있다. 스포츠 안내데스크는 경

기장과 선수촌 내 스포츠 안내센터(SIC)에 위치해 있다. 

 

18. 경기기술규정의 승인 

주짓수 경기기술규정은 2019년 3월 14일 국제주짓수연맹(JJIF)로부터 승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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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락처 

  

국제주짓수연맹  

(Ju-Jitsu International Federation) 

 회    장 파나지오티스 테오도로폴루스 

 사무총장 요아힘 툼파르트 

 주    소 
P.O. Box 110006, 17th Floor, Capital Tower, Abu 

Dhabi, UAE 

 전    화 +30 69 7475 5473 

 팩    스 +97 12 333 6114 

 이 메 일 mail@jjif.org 

 웹사이트 http://www.jjif.info/ 

  

  

기술대표 

(Technical Delegate) 

 이    름 요아힘 툼파르트 

 전    화 +971 23 33 6113 

 이 메 일 joe@jjif.org 

  

  

대한주짓수회 

(Korea Ju-Jitsu Association) 

 

 회    장 이철상 

 사무처장 채인묵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74, 3층 

 전    화 +82 51 628 8567 

 이 메 일 mail@jjak.or.kr 

 웹사이트 http://jjak.or.kr/ 

  

   

2019 충주 WMOC 경기기획부  주    소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3층 

 전    화 +82 31 251 4038 

 이 메 일 technical.chungju2019@gmail.com 

 웹사이트 www.chungju2019.com 

  

   

2019 충주 WMOC 종목담당관  이    름 김명한 

 전    화 +82 10 8829 4956 

 이 메 일 kimhan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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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경기일정 

2019 년 8 월/9 월 
29 30 31 1 2 3 4 5 6 

금메달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경기일 0 1 2 3 4 5 6 7 8 

개회식  
 

        

태권도(Taekwondo)           

유도(Judo)           

무에타이(Muaythai)           

사바테(Savate)           

주짓수(Ju-Jitsu)   10  5     15 

합기도(Aikido)           

우슈(Wushu)           

벨트레슬링(Belt Wrestling)           

삼보(SAMBO)           

통일무도(Tong-Il Moo-Do)           

용무도(Yongmudo)           

크라쉬(Kurash)           

한국 합기도(Korean Hapkido)           

택견(Taekkyeon)           

카바디(Kabaddi)           

펜칵실랏(Pencak Silat)           

씨름(Ssireum)           

연무(Martial Arts Show)           

기록(Record Contest)           

기사(Horseback Archery)           

폐회식           

합계           

※ 경기일정은 최종 참가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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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배치도 

 No 경기장 종목 

1 충주체육관 태권도 

  유도 

2 호암체육관 무에타이 

  사바테 

3 호암2체육관 우슈 

  벨트레슬링 

  삼보 

4 건국대 체육관 주짓수 

  합기도 

5 교통대 체육관 통일무도 

  용무도 

  크라쉬 

  한국 합기도 

6 충주장애인형체육관 택견 

    카바디 

  펜칵실랏 

  씨름 

7 세계무술공원 연무  

  기록 

8 속초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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