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미 대 한 태 권 도 협 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임시대의원  총회  

   일시: 2021년 4월 3일 

   장소: ZOOM 



 

- 식 순 - 

 
             의장:    이재헌 회장 

             사회자: 김재영 전무이사 

1부 

 

 개회선언 -------------------- 사회자 

 국민의례  ------------------- 다같이 

 애국가 제창  ----------------- 다같이 

 회장 인사말  ----------------- 의장 

 신임 대의원 인준장 수여 --------  의장 

 대의원 및 본부 임원 소개  -------  사회자 

 성원보고  ------------------- 사회자 

 

 

 

 

 

 

 

 

 



 

- 식 순 - 

 
             의장:    이재헌 회장 

             사회자: 김재영 전무이사 

2부 

      안건상정 

1. 전 회의록  및 활동 보고  --------  의장  

2. 선거총회 일정 안내 -----------  의장  

3. 기타토의  -------------------  의장 

4. 공지사항 -------------------- 사회자 

5. 폐회 선언-------------------- 의 장 

6. 자유토론  ------------------- 사회자 

 

 

 

 

 

 

 

 

 





 지난해 코로나 펜데믹 발발이후 재미대한태권도협회는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 Covid-19에 대한 도장 
방역대책방안과 도장내 스텝, 학생, 방문자의 행동지침 
메뉴얼포스터 제작하여 제공. 

 정부의 경제지원정책과 코로나19의 정부지침등의 정보를 
수시로 SNS를 통해 안내를 하여 드렸으며,  

 수차례의 Zoom Meeting을 통하여 Covid-19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도장운영상 어려운점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었음.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1-1.   C-19  CARE ACT 



C-19 Care Act 정부지원 종류 
 

 Unemployment Insurance (CA-EDD)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UI Unemployment Insurance 

 SBA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Advance 

 CA State 
    *CA Relief Grant Program 
 Most State, County, City 
    *Found LA Small Business Recovery Fund (LA county) 

    *주거지(임대주택, APT등) Rent 80%보조  



1-2.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언택트레이스) 
 대회 연역 
 ❍ 2001~2007년 마스터즈대회로 개최 
 ❍ 2008~2012년 세계육상연맹 공인 국제대회로 개최 
 ❍ 2013~2020년 8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공인 실버라벨 대회 인증 
 대회 개요 
 ❍ (대회기간) ‘21. 4. 1. ~ 4. 30.(1개월) 
 ❍ (참여인원) 10,200여명 선착순(엘리트 200, 마스터즈 10,000) 
 - 엘리트(하프) / 마스터즈 10km이상 (참가비 무료) 
 ❍ (참여방법) 대구마라톤 전용앱 다운로드 후 참가(결과 자동업로드) 
 ❍ (주최/주관) 대구시, 대한육상연맹/ 대구시체육회, 대구육상연맹 
 주요내용 
 ❍ 엘리트선수 : 국제 언택트레이스, 국내(오프라인) 국가대표선발전 개최 
 - (국제부문) 국내·외선수가 현지에서 대구마라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 
 워치 등을 착용 후 완주(대회결과 자동 업로드) 
 - (국내부문)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개최 
 ❍ 마스터즈 : 1개월동안 언택트레이스로 개최 
 - 외국인 참가자는 현지에서 대구마라톤 앱을 다운로드 후 
 ’21.4.1.∼4.30.까지 참여, 모바일 기록증 무료제공 
 ※ 대회 참가후 5년(2026년) 이내 대한민국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대구공항, 동대구역, 대구관광정보센터 등에서 대회 기록증을 제시하면 
 2021년 완주메달 무료제공 
 대회참가 방법 (외국인) 
 ❍ 대구국제마라톤 홈페이지 회원가입(아이디 부여) 
 ❍ Play 또는 App스토어 대구국제마라톤 앱 다운로드(로그인, Bib No부여) 
 ※ ’21.3.22.(월)부터 다운로드 가능(홈페이지 공지) 
 ❍ 레이스 클릭(스타트) → 커뮤니티 후기 게시 → 모바일 기록증 부여 



 수여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등 미국에 거주하는 자 

이어야함.  

 신청자의 도장은 물론 각종 봉사단체, 기관 등 에서 

봉사한 내용별로 1년간의 봉사시간을 합산하여 기입함. 

(봉사기록은 도장보관 필수) 

 봉사시간에 따라 금상, 은상,동상 수여 

 신청서1부는 제출, 복사1부는 도장보관 (필수) 

          * 신청하면 본회의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림 

  Covid-19으로 모두 힘든 이때, 태권도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임. 



Or 

1. 

2. 

3. 



 C-19 으로 인한 개최여부 

 재미대한체육회 결정 

 문제점 

 C-19 펜데믹 

 준비기간 

 선수선발(선발전등 어려움) 

 예산(비용증가, 예산확보) 

 체류기간 

 태권도협회의 의견  



1-5.  



VA 

MD 

NY 

IL GA 



 [California Taekwondo Day] 추진의 의미 

 

 1단계 - 지지서명운동을 도장생뿐 아니라 가족, 친구등 주위 
모든사람에게 요청하면서 태권도 홍보. (태권도수련을 통해 
오랜 집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을 동시에 
해결)  
 

 2단계 – 태권도의 날이 지정되면 각도장, 단체등 이 다양한 
태권도데이기념 이벤트로 지역홍보 
 

 3단계 - 태권도 맨파워를 과시하여 Covid-19으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중 하나인 태권도장의 피해복구 재정지원과 
Rent문제를 해결할 정부정책을 주정부와 가주 의원들이 
추진하도록 유권자의 힘을 보여줌. 



 -지지 서명서 작성요령- 

 작성한 지지서명서를 취합한후 주소별로 분류하여 해당 
캘리포니아지역구 주의원사무실로 보내어 "태권도의날“  의결에 
동의의 구하고자함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지지서명이 필요합니다. 

 지지서명은 캘리포니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와 특히 주소에는 도시이름과 

      Zip code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합 방법 

      1. 깨끗하고 정확하게 사진이나 스캔하여 카톡이나  

         이메일 ( CATKDDay@hot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2. 원본을 지지서명서 하단의 주소로 직접 보내시거나,  

      3. 가까운지역은 도장별, 그룹별로 모아 놓으면 픽업하겠음. 
 

 최대한 많은 지지서명을 받아 태권도의 저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 
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회장 및 임원진 변동 
• 연락처 변동  
• 지회 자격 
• 관리, 지원,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선거위원장:  

  선거위원:  김정길 Chicago - CA   

   김홍강 OH – CA 

                   문종대 OH 

           박대진 MI 

           박선우 GA 

           박연환 NY 

           이영학 WA 

           이재석 TX 

   인대식 CA  

   오주열 FL 

   (가나다 순) 



 일정 

 진행방식 (C-19 상황) 

 표결방법 
 





3-1.   기타 토의   
 

도장 변동 정보교환 

 도장 매매, 축소, 이전, 폐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교환 

 야반도주로 태권도 이미지, 재정적 불화  방지 
 인근도장에 학생 이전 
 사범 소개 – 실업방지, 취업알선 
 
  태권도의 날 지정 추진(State, City 등 지역) 
 태권도인들의 자긍심 
 태권도홍보 
 태권도 이벤트 명분 
 지역 Community Leader와 유대관계 연결효과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태권도장(사범)의 역활  

 수련생에게 인종차별, 증오 방지 교육 

 다양한 인종의 수련생들의 화합분위기, 상호존중 

 호신술 특별훈련 

 지역사회의 증오범죄 반대시위에 적극참여 

 등. 

 

  c-19 규제완화와 백신접종으로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철저히 대치할것 

 마스크착용 철저 

 거리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