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국기원을 사랑해주시는 해외 사범 및 KMS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
리며,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기원은 해외 태권도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전문 지도자
육성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심사 체계 구축, 나아가 국기원 단증 가치 제고를 위해 변
경된 신규 회원 자격 조건 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 KMS 회원 자격조건
1.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
2. 국기원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신설)
해외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범지도자교육 개최 및 참석 불가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 회원 경우 국제사범지도자 온라인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KMS 자격조건 적용.
단, 3년 이내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증 의무 취득하여야 함.
아울러, 기존 KMS 활동 사범(승인 회원)중 국기원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증 미소지 경우
향후 3년 이내 국제사범지도자 자격증을 의무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 시 3년이 되는
2023년 7월 31일 부로 KMS 회원 자격이 자동 정지됨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KMS 회원으로서 국기원 심사 규정·규칙에 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하는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태권도 본부 국기원은 해외 사범들의 자존감 강화와 태권도 세계화
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해외 여러 사범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 2020

국 기 원

Notification of Change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KUKKIWON, would like to extend our wholehearted
appreciation for your hard work and passion with continued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Masters and KMS members.
Kukkiwon is striving to develop and expand the Taekwondo throughout the world, to foster
competent professional leaders, to establish a standardized examination system and to further
enhance the value of Kukkiwon's Dan certificate. From now, new criteria will be added to
current KMS membership approval standard.
KMS membership approval standard
① Kukkiwon 4th Dan or over
② International Taekwondo Master Certificate (New Criteria)
or Submit confirmation letter for KUKKIWON WTA Master course online lecture.
(Be allowed until 30th June 2021 temporarily as Covid-19 Pandemic)
Also, among previous members from KMS, for those who do not hold International
Taekwondo Master Certificate must obtain within the next 3 years, otherwise KMS
membership will be automatically suspended by 31st of July, 2023.
In addition, as a KMS member, examination(Promotion test) must be conducted according
to rules and regulation of Kukkiwon. If you violate the rules, you may be sanc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seriousness of the case.
Finally, Kukkiwon,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will strive for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as well as enhancing the value of Dan certificate. Please continue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Kukkiwon. Thank you.
August 2020

KUKKIWON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We are here and will always be here for you Best Taekwondo wished al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