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아카데미 서울분원

✽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 2018. 10. 18.(목)

제13회 세계남자클래식보디빌딩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남자피지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요강

◈ 일 시 : 2018. 10. 18.(목)
◈ 장 소 : 코치아카데미 서울분원
◈ 계 측 : 13:00
◈ 선발전 : 13:30 (예정)

(사)대한보디빌딩협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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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선수권대회 개요
1. 대회명 : 제13회 세계남자클래식보디빌딩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남자피지크선수
권대회
2. 기

간 : 2018. 11. 8. ~ 12.

3. 장

소 : 스페인, 알리칸테 (Spain, Alicante)
① 경 기 장 : 베니 돔 (BENIDORM PLACE)
② 공식호텔 : 미정

4. 주

최 : 세계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IFBB)
(IFBB; International Bodybuilding & Fitness Federation)

5. 주

관 : 스페인보디빌딩&피트니스협회(FEFF)
(FEFF; Spanish Bodybuilding & Fitness Federation)

Ⅱ. 선발전 참가 자격 및 대상
□ 제1차 대한보디빌딩협회 관리위원회(2018.10.10.)에 의거하여 9월 9일(일), 경기도
수원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선발전 경기결과 중 각 체급 2위까지 최종 선발전 참가
가능

- 클래식보디빌딩 참가대상
종별 및 체급
클래식보디빌딩 -168cm

성명
설기관
문기호
오현석
류제형
이현승
황진욱
김태윤
박종민
황순철
장동진
백재욱
이영찬

클래식보디빌딩 -171cm
클래식보디빌딩 -175cm
클래식보디빌딩 -180cm
클래식보디빌딩 +180cm
게임즈클래식보디빌딩 -175cm
게임즈클래식보디빌딩 +1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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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피지크 참가대상
종별 및 체급

성명
김창대
남찬식
홍석민
조성진
곽한재
한재범
배철형
성태현
방승휘

남자피지크 -170cm
남자피지크 -173cm
남자피지크 -179cm
남자피지크 -182cm
남자피지크 +182cm
머스큘러 남자피지크

비고

Ⅲ. 클래식보디빌딩 체급 및 체중 제한
클래식보디빌딩 체급 및 체중 제한
체급

체중 제한

예시

-168cm

[신장-100]+0kg

[167cm-100]+0kg=67kg까지, 67kg 초과는 실격

-171cm

[신장-100]+2kg

[169cm-100]+2kg=71kg까지, 71kg 초과는 실격

-175cm

[신장-100]+5kg

[173cm-100]+5kg=78kg까지, 78kg 초과는 실격

-180cm

[신장-100]+7kg

[176cm-100]+7kg=83kg까지, 83kg 초과는 실격

-190cm

[신장-100]+9kg

[188cm-100]+9kg=97kg까지, 97kg 초과는 실격

-198cm

[신장-100]+11kg

[195cm-100]+11kg=106kg까지, 106kg 초과는 실격

+198cm

[신장-100]+13kg

[200cm-100]+13kg=113kg까지, 113kg 초과는 실격

게임즈 클래식보디빌딩 체급 및 체중 제한
체급

체중 제한

예시

-162cm

[신장-100]-2kg

[162cm-100]-2kg=60kg까지, 60kg 초과는 실격

-165cm

[신장-100]-1kg

[165cm-100]-1kg=64kg까지, 64kg 초과는 실격

-168cm

[신장-100]+0kg

[167cm-100]+0kg=67kg까지, 67kg 초과는 실격

-171cm

[신장-100]+1kg

[169cm-100]+1kg=70kg까지, 70kg 초과는 실격

-175cm

[신장-100]+2kg

[173cm-100]+2kg=75kg까지, 75kg 초과는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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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cm

[신장-100]+3kg

[176cm-100]+3kg=79kg까지, 79kg 초과는 실격

-190cm

[신장-100]+4kg

[188cm-100]+4kg=92kg까지, 92kg 초과는 실격

-198cm

[신장-100]+5kg

[195cm-100]+5kg=100kg까지, 100kg 초과는 실격

+198cm

[신장-100]+6kg

[200cm-100]+6kg=106kg까지, 106kg 초과는 실격

※ IFBB(세계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대회개최요강에 의거하여 기존의 체급 및 체중 제
한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

Ⅶ. 기타 사항
1. 클래식 및 게임즈 클래식보디빌딩 종별 계측시 신청체급의 5%까지 인정
✔ 예) 클래식 -173cm 신청 선수의 한계 체중 : [(173cm - 100) + 5kg] × 105% = 81.90kg
✔ 예) 게임즈 -173cm 신청 선수의 한계 체중 : [(173cm - 100) + 2kg] × 105% = 78.75kg
2. 선발전 이후 경기결과에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파견선수를 결정하여 해당협회로 개별
통보예정
3. 경쟁력 있는 체급의 경우 다수의 선수 선발 가능. 단,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급
의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선발된 인원이 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발 가능.
5. 계측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과 운
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또는 학생증, 사진이 부착된 등록선수 개인별 카드) 필
히 지참 요망
6.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본 협회(☎ 02-3431-4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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