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회 개최 요강 

가. 대 회 명 : 2019 MAXQ MUSCLEMANIA FITNESS KOREA CHAMPIONSHIP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나. 일    시 : 2019년 9월 21일(토) 

다. 장    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라. 주최∙주관 : ㈜스포맥스 / MAXQ 

※ 세부적인 경기 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종목 안내 및 종목별 규정 안내는 대회규정 및 출전종목안내 게시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머슬마니아 코리아 종목별 안내 

머슬마니아 보디빌딩 / 머슬마니아클래식 / 모델 / 미즈비키니 / 피규어 / 피지크  

(종목을 클릭하시면 각 종목별 규정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대회 종목 및 체급에 변동사항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디빌딩 체급 : 주니어 / 클래식 / 65kg 이하급 / 75kg 이하급 / 85kg 이하급 / 85kg 이상급 / 여자 오픈 /  

- 머슬 모델/피트니스 종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참가 신청 접수  

1. 참가 신청 기간 및 참가접수비 

 1차 참가접수 2차 참가접수 

접수 기간 7월 1일(월)~7월 31일(수) 8월 1일(목)~8월 25일(일) 

접수비 

접수비 \150,000 

 (추가 1종목 당 \ 30,000) 

접수비 \180,000 

 (추가 1종목 당 \ 30,000) 

※ 참가신청비는 참가신청서 접수일이 아닌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http://cafe.naver.com/muscle/11
http://cafe.naver.com/muscle/11
http://cafe.naver.com/muscle/6313
http://cafe.naver.com/muscle/10
http://cafe.naver.com/muscle/9
http://cafe.naver.com/muscle/12
http://cafe.naver.com/muscle/1911


※ 참가신청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자명 다를 경우 확인 불가) 

 

2. 참가 신청 방법 

▶ 참가 접수 : www.maxq.kr/musclemania로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 

※ 종목 내 체급 중복출전은 불가 (ex. 커머셜모델, 스포츠모델 중복 출전 불가) 

※ 종목 별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가능 인원에 대한 공지는 머슬마니아 사이트 또는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목 별 선착순 인원이 초과할 경우, 종목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종목 선착순 접수가 마감된 시점부터 

해당 종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환불신청기간 이후 규정 적용) 

 

3. 음원파일 접수(머슬마니아 보디빌딩 종목 출전자에 한함) 

음원파일 접수 : musclemania@spomax.net로 9월 1일까지 접수 

※ 해당 종목에 요구하는 시간으로 편집된 MP3파일로 접수해야하며, 미편집시 임의 재생 

( 보디빌딩 : 60초 )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임의의 음악파일 재생  

 

 

 

 

 

 

http://www.maxq.kr/musclemania


4. 사진/영상 패키지 

사진 패키지 

 구성 비용 비고 

사진패키지 

대회 사진 종목 당 50~100cut 

이상 원본사진(보정 불가) 

1종목 \ 100,000  

2종목 \ 150,000 

3종목 \ 200,000 

- 작가 : MAXQ 

- 신청 종목 수에 따라 비용 상이 

- 단일라운드 종목(피규어,피지크) 경우 

50cut이상,  

단일라운드 외 종목은 100cut 이상 

영상 패키지 

코코바이킹 

영상패키지 

모티베이션 영상(1분이하) \ 350,000 

- 모티베이션 영상 구성 : 대회 당일 

백스테이지, 본 무대 퍼포먼스 

- 중복 출전 선수는 종목을 혼합하여 

제작 

- 이외 문의사항 : 010-8994-1990 또는 

코코바이킹 카카오톡으로 문의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공식 참여 작가 :                                                                               

MAXQ / 코코바이킹(COCOVIKING) 

▷ 사진 발송 기간 : 대회 종료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 영상 발송 기간 : 대회 종료 후 한달 이내 

※ 참가신청시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신청은 MAXQ 사이트(www.maxq.kr) 1:1문의로 신청(9월 1일 까지/이후 

환불 불가) 

 

 

 

http://www.maxq.kr/


5. 헤어/메이크업 패키지 

번호 구  분 여  자 남  자 

헤어/메이크업 패키지 

1 헤어/메이크업 패키지 140,000 80,000 

단일 상품 

2 헤어 80,000 40,000 

3 메이크업 100,000 50,000 

리터치 

4 리터치(리터치 단독구매는 불가) 50,000 30,000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공식 헤어/메이크업 업체 : 더 오블리쥬&파인트리 

(http://www.theoblige.co.kr/) 

※ 신청 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시, 헤어/메이크업 신청에 체크  머슬마니아 E-mail 또는 1:1문의 

게시판에 원하는 헤어/메이크업 상품 작성/발송  총 비용 전달  

※ 모든 헤어/메이크업 접수자 사전 상담 

※ 바디메이크업 불포함 

※ 9월 1일 이후 환불 불가 

 

6. 참가접수, 사진/영상패키지, 헤어/메이크업 비용 입금 

입금 계좌 : 농협 205011-56-098562 / 예금주 : 김근범(머슬마니아 코리아) 

※ 이전 상반기에서 시행되었던 결제페이지는 많은 선수들의 혼동과 결제페이지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지

연문제가 발생하여 결제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가접수비는 계좌입금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측 안내 

▷ 계측 전체 주의사항 

※ 아래 계측 방법 중 한가지 계측만 진행 (각 계측방법 별 대상자 확인 필수) 

※ 계측 시 신분증 필수 지참 

※ 계측 불참 시, 출전 불가 

 

1. 이전 계측값 사용 

- 일시 : 9 월 1 일 일요일까지 

- 대상자 : 2018 오리엔트 챔피언십 / 2018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2019 오리엔트 챔피언십 출전자 

중 이전 계측값이 있는 출전 선수(보디빌딩 제외/이전에 신장계측 안한 경우 제외) 

- 방법 : 머슬마니아 코리아 E-mail 로 본인 얼굴과 신분증이 나오도록 사진발송 (제목 : 이전 계측값 사용) 

 

2. 방문계측 

- 일시 : 8월 19~23일, 26~30일 / 오전10시~12시, 13시~17시 

- 장소 : 스포맥스 본사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4, 동진빌딩 6층) 

- 대상자 : 전 종목 출전 선수(보디빌딩(체급전) 종목 단일참가자 제외) 

 

3. 현장계측 

-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 오전 6시~6시 30분 / 선수대기실 

- 대상자 : 보디빌딩 체급전(65,75,85kg 이하급/ 85kg 이상급) 출전선수 

※ 이외 종목은 현장계측 불가 

※ 선수대기실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 후 선수대기실 입장하여 계측 진행 

※ 6시 30분 정각에 계측이 종료되며, 이후 시간에는 계측이 불가하오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측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선수 본인에 책임이 있으며, 출전이 불가합니다.  

 

 

4. 영상계측 

- 일시 : 9월 1일 일요일까지 

- 영상 발송 E-mail주소 : musclemania@spomax.net 

  * 발송 내용 : 이름/생년월일/촬영영상 

- 대상자 : 전 종목 출전 선수(보디빌딩(체급전) 종목 단일참가자 제외) 

 

- 영상촬영방법 : https://cafe.naver.com/muscle/8326 

1) 본인신분증과 본인 얼굴이 잘 보이도록 촬영 

2) 신발/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반바지의상으로 신장 계측 (전신촬영/자동신장체중계)) 

3) 계측 후 계측값 클로즈업 촬영 

 

 

  

mailto:musclemania@spomax.net
https://cafe.naver.com/muscle/8326


※ 실격 처리(개별 문자 연락) 

- 신분증이 보이지 않을경우 

- 신발/모자를 착용한 경우 

- 전신 촬영이 아닌 경우 

- 수동 신장계로 계측한경우  

- 무릎이 구부러진 경우  

- 기타(머슬마니아 코리아에서 계측값으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한경우) 

 

- 영상계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당일 대회장에서  

번호표, 대기실 입장팔찌, 참가기념품 수령(신분증 필참) 

 

■ 환불 규정 안내 

1. 환불 신청 기간 : 2019.09.01(일) 23:59 까지 

2. 환불 금액 : 대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입금액의 50% 환불 

(사진∙영상∙헤어메이크업 패키지의 경우 환불 신청 기간 내 100% 환불 / 환불 신청 기간 이후 사진패키지만 

대회 전까지 50% 환불 / 영상 및 헤어메이크업 패키지는 환불 신청 기간 이후 환불 불가) 

(종목에 따른 조기 접수 마감된 종목은 마감시점부터 환불 불가 / 진단서 첨부시 50% 환불) 

3. 환불금액 입금 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일괄처리                                                                                                                                                                                  

4. 환불 신청 방법 : 참가자 본인의 성명/연락처와 본인 명의 은행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머슬마니아 이메일(musclemania@spomax.net) 또는 MAXQ 1:1문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발급일자가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환불신청 기간 내 

환불신청 시 전액 환불 가능 (7월 1일 이전, 8월 25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해당사항 없음) 

※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발급일자가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환불신청 이후부터 

대회 이전까지 신청한 경우 50% 환불 가능 (7월 1일 이전, 9월 20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해당사항 없음) 

※ 위 사항을 제외한 경우, 환불 신청 기간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신종플루, 메르스 등) 발생 시 본 대회는 취소, 중단되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mailto:musclemania@spomax.net


■ 선수 프리오픈세미나  

- 일시 :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예정)  

- 장소 :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6층 대강당 

- 머슬마니아 대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대회 우승팁을 얻어갈 수 있는 프리 오픈 세미나 

- 강사진 : 머슬마니아 프로 외 종목별 강사 

- 내용 : 머슬마니아 종목/규정 안내 및 Q&A, 종목별 원포인트 레슨 

 

 

■ 대회 접수 및 출전 유의 사항 

1. 접수 유의 사항 

- 신청에 앞서 공지사항 및 대회규정을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선수 

본인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 신청 접수비는 접수 기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은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환불은 환불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와 접수일에 따른 비용 및 환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신청서 접수 및 음악파일에 대한 문제는 주최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회신청서 작성 시, 허위 작성이 밝혀질 경우 대회신청 및 대회 결과 등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회관련 공지 및 변동사항은 MMS로도 공지해드리오니, 참가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입력오류로 인해 공지 및 전달사항을 받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는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회 참고 사항 

- 선수 번호표는 앞(왼쪽골반)/뒤(자유) 총 두 군데 착용합니다. 

- 선수대기실에는 선수 1명당 서포터 1명만 입장 가능하며, 계측 시 선수번호표 / 선수 서포터 

팔찌를 나눠드립니다. 선수 번호표 / 선수 서포터 팔찌를 착용하지 않을 시 선수대기실 입장이 

불가합니다. 

- 당일 선수 번호표 및 선수 서포터 팔찌 여분은 준비되어있지 않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 서포터 팔찌와 대회장 입장팔찌는 다른 팔찌이며, 선수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대회장에 입장 가능합니다. 

- 선수대기실에서 공식 헤어/메이크업 업체를 제외한 출장 헤어/메이크업 업체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이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머슬마니아 사이트/카페에 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