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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합 격투기 신분증 신청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한 곳에만 체크하십시오):                               전문가                           아마추어           

 
권투위원회 협회(ASSOCIATION OF BOXING COMMISSIONS, ABC) 종합 격투기 국가 신분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작성해주십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간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  
 
신장: _______________ 체중: _______________ 머리 색: _______________ 눈동자 색:  _________________  
 
별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 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반, 상처 또는 문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건: 
 

1. 알아보기 힘든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2. 기재한 성과 이름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이름은 “별칭”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양식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부 다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 MMA ID 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의 실물과 똑같은 칼라 사진을 신청서에 동봉해야 합니다. 사진은 흰색 바탕에 선명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확인을 
방해하는 안경, 모자 또는 기타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칼라 사진은 허용됩니다). 

5. 유효한 신분증 두 개(적어도 둘 중 하나에 신청자의 사진이 있어야 함)를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디지털 칼라 사본은 허용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주 발행 신분증 등이 허용 신분증에 포함됩니다. 

6. 신청자는 국가 MMA ID 카드 없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7. 신청자는 ABC가 주체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MMA ID 카드를 위한 조건의 위반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함을 이해합니다. ABC의 
결정은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8. 신청자는 본 조건 및 기타 조건, ABC 및 주위원회가 제시한 규칙과 규범을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9. 신청자는 ABC가 국가 MMA ID 카드 발급 조건을 수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국가 MMA ID 카드 신청 관련 조건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제공한 정보가 모두 제 자신의 것이며 제가 아는 바로는 진실되고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또한 신청 시 거짓, 허위 진술,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 국가 MMA ID 카드의 취소와 거부의 사유가 되며 ABC 또는 주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1년 간 출장이 정지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한 신청서와 보충 서류를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YSAC@DOS.NY.GOV. 
 
신청 승인 후 신청자에 국가 ID 번호가 발급되며, Mixed Martial Arts LLC에서 관리하는 ABC 국가 MMA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4~6주 내 미국 우편으로 국가 MMA ID 카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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