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권투인�협회
KOREA�BOXING�INSTITUTION

수���신�:�전국�권투체육관�관장님

참���조�:

제���목�:�2022년�제7회�마포구협회장배�및�제53회�KBI전국생활복싱대회

1. 한국�복싱의�어려운�환경�속에서도�권투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전국�일선�관장님들의

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본�협회에서�주관하는�KBI�전국생활복싱대회에�출전하신�관장님들과�선수�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말씀�올립니다.�올해에도�전국생활복싱대회를�성황�리에�개최될�수

있도록�본�협회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3. 일선�관장님들의�성원으로�52회�대회까지�성황리에�마칠�수�있었습니다.�2022년

대회에도�전국�관장님들의�많은�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4. 개인�참가자는�신청할�수�없습니다.

5. 계체량은�오전�9시까지�미계체�시�실격처리�됩니다.

6. 참가비는�체육관명�또는�관장님명,�선수명�외의�입금은�실격처리�됩니다.

7. 대회�일정�:�제53회�2022년�8월�27일�~�28일(토/일)

8. 접수�마감�:�2022년�8월�19일�17:00

붙�임�:

1. 2022년�제53회�KBI�전국생활복싱대회�계획.

2. 체육관용�단체�참가�신청서

3. 대회관련�자주묻는�질문

시�행���한국권투인협회-001�(2020.�01.07)������회�장���이상호

주�소���우�14676�경기도�부천시�괴안동�114-12�연지빌딩�603호,�(부광로8번길�26)

전�화���02)�2282-1135���/���팩�스���032)�348-1135�/�이메일�kbiboxing@naver.com



붙임

2022년�제53회�KBI�전국생활복싱대회�계획

[일반계획]

1. 경기일시�:�2022년�8월�27일�~�28일�오전�10시�시작

※ 토요일경기:�학생부�&�여자부,�일요일경기:�성인남자부

2. 장�소�:�마포구민체육센터�(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450-3�TEL�02-324-7800)

3. 출전연령별�체급표

연령별 체중별(kg)

초등부 2015~2010 -30 -35 -40 -45 -50 -55 -60 -65 -70

여초등부 2015~2010 -30 -35 -40 -45 -50 -55

중등부 2009~2007 -40 -45 -50 -55 -60 -65 -70 -75 -80

여중등부 2009~2007 -35 -40 -45 -50 -55 -60

고등부 2006~2004 -50 -55 -60 -65 -70 -75 -80 -85 -90

여고등부 2006~2004 -40 -45 -50 -55 -60 -65

여일반부 2003~ -45 -50 -55 -60 -65

20대부 2003~1994 -55 -60 -65 -70 -75 -80 -85 -90

30대부 1993~1984 -55 -60 -65 -70 -75 -80 -85 -90

40대부 1983~1974 -60 -65 -70 -75 -80 -85

50대부 1973~1964 -60 -65 -70 -75 -80 -85

※�예시�:�41세�남성�72kg의�경우�→�40대부�-75급으로�신청.

1) 계체량�시�신청체급의�한계체중을�초과하면�실격으로�처리함.

2) 체급변경은�대회�8일�전�금요일까지만�가능함.

3) 신청체급에�다른�출전자가�없을�경우에는�체급우승으로�인정하되,�다른�체급으로�대진이

작성될�수도�있음.

4. 참가제한�:

1) 전직�프로복서(프로�전적이�있는�경우,�프로테스트�합격자)

2) 아마추어�지역대회�또는�전국대회�출전자

3) 1회~�52회�생활복싱대회�우승자는�참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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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계획]

1. 대진�방법�:�연령별�체급�구분�(4인�1조�구성)

※지방선수�우선�순번으로�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4인�1조의�조�구성이�어려울�시에는

상하체급으로�조정될�수�있음(선착순에�의하여�조정)

2. 경기�시간�및�글러브�구분

체급별 예선전 결승전 글러브

초등부(남) 1분�30초�2회전(휴식�40초) 1분�40초�2회전(휴식�40초) 12oz

여성부(전체) 1분�30초�2회전(휴식�40초) 1분�40초�2회전(휴식�40초) 12oz

중등부(남) 1분�30초�2회전(휴식�40초) 1분�40초�2회전(휴식�40초) 12oz

고등부(남) 1분�30초�2회전(휴식�40초) 2분�2회전(휴식�50초) 14oz

20대부 1분�30초�2회전(휴식�40초) 2분�2회전(휴식�50초) 14oz

30대부 1분�30초�2회전(휴식�40초) 2분�2회전(휴식�50초) 14oz

40대부 1분�30초�2회전(휴식�40초) 2분�2회전(휴식�50초) 14oz

50대부 1분�30초�2회전(휴식�40초) 1분�40초�2회전(휴식�40초) 14oz

※각�체급�중�75kg급�이상은�16oz��글러브를�사용함.

3. 출전선수�필수준비물

연번 준비물 세부내용 비고

1 글러브 협회�제공(동일�모델은�사용가능)

2 상하유니폼 체육관명�표시,�코너�구분(청,홍)

3 헤드기어 협회�제공(동일�모델은�사용가능)

4
프로텍터�캡 남자

가슴보호대 여자

5 붐대 테이핑�금지

6 슈즈 복싱화�의무

7 마우스피스 개인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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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참가비

연번 체급별 참가비(원) 비고

1 초등부(남녀) 30,000

2 중등부(남녀) 30,000

3 고등부(남녀) 40,000

4 여일반부 50,000

5 20대부 50,000

6 30대부 60,000

7 40대부 60,000

8 50대부 60,000

9 챔피언전 80,000 챔피언전은�매�대회�13시에�진행합니다.

※�참가비�입금�후�접수�완료되며,�보험접수(대회�7일�전)�후에는�일절�환불�되지�않습니다.

※�취소,�환불�요청�시�:�환불�수수료�5천원�제외한�금액�환불(라이센스비는�환불�불가)

5. 신청방법

1) 접�수�처�:�한국권투인협회

2) 접수방법�:

○ 홈페이지�:�kbiboxing.com

○ 이메일�: kbiboxing@naver.com

○ 우���편�: 14676�경기도�부천시�괴안동�114-12�연지빌딩�603호�한국권투인협회

3) 접수마감�:�대회�일주일�전�금요일�17:00�마감�(2월�18일)

4) 계좌번호�:신한은행�110-471-094203�(이상호)

6. 신청서류

1) 참가신청서(홈페이지�신청,�체육관용�단체�참가�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1�부

3) 증명사진�1매�(사진�뒷면�체육관�이름과�선수�이름�기재�요함)

※�상해보험에�가입하기�위해서는�참가신청서를�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오류인�경우�부상시�보험�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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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KBI�전국생활복싱대회�단체�참가�신청서�(체육관용)

체육관명 관장님성명

체육관연락처 관장님연락처

체육관주소

연번 이름 성별 신청부
체

급
주민번호 경력 KBI�전적

라이센스

번호
영문이름

예시 홍�길�순 여 여고등부 -55 991313-4000000 18개월 3전2승1패 없음 GilSoon�Ho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1�부,�사진�1�매(상해보험가입�및�라이센스�발급을�위해�서류�필요)

본인은 제38회 KBI 전국생활복싱대회에 출전함에 있어 시합 중 몸에 부상이나 경상 등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최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주최측이 규정하는제규칙을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하고이신청서를제출합니다. (대회규정에 의한출전제한

선수는�신청할�수�없습니다.)

체육관��관장���������������(인)ㅇㅇㅇ

등록,참가신청�계좌 기업은행129-063872-01-016 (이상호KBI프로모션) 이메일�����kbiboxing@naver.com

라이센스�전용계좌 기업은행129-063872-01-023 (이상호KBI프로모션) 주��소���경기도�부천시�괴안동�114-12�연지빌딩603호�우)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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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회�참가�관련�자주�묻는�질문

질문�1

처음출전하는�체육관입니다.�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답변

처음�출전하시는�경우에는�먼저�체육관�등록을�하셔야�합니다.�체육관�등록비는�3년에�10만원이며,�등록증과

관장라이센스가�발급됩니다.�신청은�KBI홈페이지의�‘체육관등록�신청서’를�작성하면�됩니다.�또한�대회�직전(대회있는

달)에�등록하시는�경우에는�대회장�본부석에서�등록증을�수령하여�주세요.

질문�2

등록한�후에는�어떻게�해야하죠?

답변

체육관�등록�후에는�대회신청을�하시면�됩니다.�대회를�참가하기�위해서는�2가지�조건이�있는데요.�1.�등록한�체육관�2.

선수�라이센스�소지자여야�합니다.�선수라이센스(회원증)는�평생�1만원으로�선수건강기금으로�사용하기�위한

목적입니다.�골절�보험을�들고�있으나�이외�큰�부상이�있을�때�협회에서�감당하기가�어렵다�보니�올해부터�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대회를�참가신청을�위해�라이센스를�발급하시려면�대회신청서에�영문이름란에�정확히�기입하여�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대회에�참가하진�않지만�발급하시고자�한다면�라이센스신청서를�통해�발급하시면�됩니다.)

질문�3

대회신청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답변

대회�신청은�3가지�방법이�있습니다.�www.kbiboxing.com

1.�홈페이지로�신청

‘KBI홈페이지�>�신청서작성�>�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를�찾아�작성하여�확인

2.�이메일�/�3.�우편

KBI홈페이지�자료실’의�‘단체�전국생활복싱대회�신청서'�게시글에서�신청서를�다운로드&작성하여

이메일(kbiboxing@naver.com)�or�우편�(14676�경기도�부천시�괴안동 114-12�연지빌딩�603호�한국권투인협회)

으로�보내기

질문�4

필요한�서류는�없나요?

답변

처음�출전하시는�경우에는�1.참가신청서�2.�증명사진1매�3.주민등록초본(or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사본이

필요합니다.�2번째�출전부터는�사진�및�초본을�다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BUT�라이센스�재발급시에는�사진을

제출하셔야합니다.�주민등록초본은�선수의�골절�보험등록을�위해�받고있으므로�선수의�안전을�위해�제출하여�주십시오.

질문�5

대회�신청�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대회�신청기간은�대회�일주일�전�금요일�저녁�5시(17시)까지�입니다.�신청서와�서류�모두�도착해야�합니다.�마감한�후에

보험을�들고,�다음날�대진표를�짜기�때문에�신청시간이후로는�신청을�받지�않고�있습니다.�또한�없는�체급의�경우�직접

상대�선수와�함께�신청하여�시범게임으로�하는�경우�외에는�하지�않고�있습니다.�참가신청명단은�마감날(금요일)에

최종업데이트되며,�대진표는�수정본을�업로드하여�(월)~(화)의�수정기간을�거쳐�수요일에�최종본을�업데이트�합니다.

관장님�및�선수여러분은�(월)~(화)에�대진표를�확인하여�주시고,�(수)요일�이후에�최종본을�꼭�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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