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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제재 기구 면허 신청 보충자료
킥복싱용 격투기 승인 단체 면허(Combative Sport Authorized Entity License) 신청은 반드시 아래 기재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보충자료 또한 동일한 최소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격 대상 선수, 경기 승인 및 거부에 관한 기준
승인된 경기장(치수 및 건축 등) 및 경기 전 점검에 관한 기준
핸드 래핑 방식, 승인된 방식, 재료 및 금지 사항에 관한 기준
선수 글러브, 승인된 재료, 점검 및 건축 등에 관한 기준
연고 사용에 관한 기준(Vaseline 과 Namman Muay 를 제외한 물질 사용 금지)
득점 방식 및 경기 결정에 관한 기준
출혈 예방을 위한 승인된 준비에 관한 기준
출전 정지, 선수 필수 회복 기간 및 강화에 관한 기준
출전 정지 중인 선수의 경기 참가 금지에 관한 기준
남녀 선수 간의 경기 금지에 관한 기준
카테고리 및 부문별 라운드 시간 및 경기 시간에 관한 기준
체급별 최대 허용 중량 차이에 관한 기준
캐치웨이트 경기 승인에 관한 기준
정의된 체급, 부문 및 연령대에 관한 기준
계체와 경기 시작 사이에 1%를 초과하는 체중 감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격이 가능한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머리 앞 및 옆면
벨트 위 몸통 앞 및 옆면
다리 앞/뒤쪽, 무릎 제외

17. 가능한 타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e.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스피닝 백 핸드/피스트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발이나 정강이 앞쪽을 이용한 레그 킥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주먹 타격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스피닝 킥 타격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무릎 타격

18. 프로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박치기
팔꿈치 타격
손바닥 타격(팜 스트라이크)/발꿈치 타격(힐 스트라이크)
오픈 글로브(open glove) 또는 손목을 이용한 타격
사타구니 타격
무릎 직접 공격 – 선수의 무릎 앞쪽을 사이드킥으로 타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위핑 이외의 발 공격
뒤통수 타격(래빗 펀치)
척추 타격
앞쪽 목 타격
쓰러진 상대 선수 타격
타격을 막기 위해 상대 선수의 손이나 팔을 클린칭 또는 묶기
주심 명령에 불복종
주심이나 의사가 살피고 있는 상대 선수 타격
주심이 휴식을 외칠 때 타격
벨이 울린 뒤 타격
홀드 및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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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
t.
u.
v.
w.
x.
y.
z.

상대 선수의 다리를 붙잡고 1 개 이상의 타격 기술 시도하기
로프를 잡거나 무기로 사용 – 찰과상을 입히기 위해 상대 선수 얼굴을 로프에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극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는 행동
모욕적인 언어 또는 제스처 사용
마우스 피스 밖으로 반복적인 침 뱉기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
손가락으로 안구 누르기(아이 가우징)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깨물기 또는 침 뱉기
유도 기술이나 레슬링 서브미션

19. 아마추어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프로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머리에 무릎 타격 금지
•
스피닝 백 피스트 금지
a.

초보 아마추어 부문(경기 경험 2 회 이하)
•
헤드기어 및 정강이 보호대 필수 착용

20. 신청 승인 후, 대회, 시합, 공개 시합 최소 10 일 전에는 뉴욕 주 체육 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에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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