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6. 9. 3. ~ 9. 8(6일간)

Period ｜ September 3~8, 2016 (6 days)

개회식: 9월2일, 폐회식: 9월8일

Opening Ceremony on September 2, 2016 &  
Closing Ceremony on September 8, 2016

장    소 ｜ 청주시 일원(청주 체육관 등)

Venue ｜   Cheongju City,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2016 Cheo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www.2016martial-arts.kr

Tel. +82-43-220-8462~5      Fax. +82-43-220-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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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Overview

1  명칭 Name

hh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x 무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종합경기대회

 x 세계 무예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무예의 명인, 즉 마스터가 되

고자하는 대회를 의미

 x‘존엄과 융화’, ‘평화와 공존’, ‘수행과 배려’라는 대회의 핵심가치를 포함

 x 무예의 미래 세대를 위한 키즈마스터십대회(Kids Masterships)를 포함

hh 2016 Cheo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x is an international mega event for martial arts.

 x means to be good masters through cultural cross-fertilization and intercommunication 
between martial arts.

 x presents the core values of  ‘dignity and harmony’, ‘peace and coexistence’, and 
‘asceticism and care’.

 x involves Kids Masterships open to the future generation.

2  기간 및 장소 Period and Venue

hh 기간:   2016년 9월 3일(토) ~ 9월 8일(목)(6일간) 

 x 개회식: 2016년 9월 2일(금), 폐회식: 2016년 9월 8일(목)

hh 장소: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hh Period:   September 3 ~ 8, 2016 (6 days)

 x Opening Ceremony: September 2, 2016 & Closing Ceremony: September 8, 2016

hh Venue: Cheongju City, Chungcheongbuk-d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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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Contents 

hh 경기대회: 13개 정식종목, 2개 특별이벤트

hh 문화행사: 개·폐회식, 학술대회 및 국제회의 등

hh Competition Programs: 13 official martial arts and 2 special events  

hh Cultural Programs:   Opening & Closing Ceremony,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Congress, etc.

4  참가규모 Participation

hh 참가예상국가: 30개국 이상

hh 참가예상인원: 1,600명 이상(선수 및 임원 등)

 ※ 운영요원, 안전요원, 개폐회식 행사인원 등은 별도

hh Participating Countries: over 30 countries (expected)

hh Participants: over 1,600 people (martial artists, officials, etc.)

 ※   Excluding the number of operators, security agents, opening & closing 

ceremony staffs

5  주최 Patronage

hh 충청북도, 청주시  

hh Chungcheongbuk-do and Ch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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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 Host

hh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

 x 대회의 준비·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x 대회종합계획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x 경기장시설, 지원시설, 숙박시설 등 대회관련 시설의 확보 및 운영

 x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대회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x 기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hh   2016 Cheo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Organizing Committee  

(2016 Cheongju WMAMOC) includes the following roles:

 x to encourage the preparation for and organization of the Masterships and to 

supply and manage financial resources

 x to formulate and execute a master plan for the Masterships

 x to procure and manage facilities related to the Masterships

 x to collaborate with a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relate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ederations

 x to execute other works related to the goals of the WMA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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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Main Phases

1  1단계 : 2013년도  Phase 1: 2013

hh 세계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hh 세계무예마스터십 1차 준비위원회 구성

hh 제1회 국제회의 개최 

hh 국내외 무예단체 업무협약

hh Completion of the academic project for the Masterships

hh Establishment of the 1st Preparatory Committee 

hh Hosting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hereafter Congress)   

hh Signing MOUs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derations

2  2단계 : 2014년도  Phase 2: 2014

hh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hh 세계무예마스터십 2차 준비위원회 구성   

hh Sketching out the master plan for the Masterships

hh Establishment of the 2nd Preparat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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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2015년도  Phase 3: 2015

hh 경기 종목 선정 

hh 제2회 국제회의 개최 

hh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설립 

hh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hh Final decision on the admission of official martial arts

hh Hosting the 2nd International Congress  

hh Establishmen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hh Completion of the master plan for the Masterships

4  4단계 : 2016년도  Phase 4: 2016

hh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및 운영

hh 제3회 국제회의 개최 

hh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설립

hh 대회 결과 보고

hh Hosting and operating the Masterships

hh Hosting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hh Establishment of the WMC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hh Submission of a final report for the Mast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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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이념 및 가치   Philosophy and Values

1  주제 및 슬로건 Topic and Slogan

hh 대회 주제: 세계 무예의 조화

hh 슬로건: 무예로 하나로, 무예로 세계로

hh Theme: Harmony of the World Martial Arts

hh Slogan: Martial Arts for One World, One World for Martial Arts

2  가치 및 비전 Value and Vision

hh 핵심 가치: 삼재(三才)

 x 하늘(天) : 존엄과 융화 (弘益人間 理化世界)

 x 땅(地) : 평화와 공존(道義相磨 以武相生)

 x 사람(人) : 수행과 배려(克己復禮 天下歸仁)

hh Core Values: Based on the three functions of heaven, earth and human

 x Heaven : Dignity and harmony

 x Earth : Peace and coexistence

 x Human : Asceticism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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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비전

 x 무예를 통한 자아완성

 x 무예를 통한 인류평화와 화합조성

 x 무예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능동적 관계 확립

hh Visions

 x Self-completion through martial arts

 x Peace and harmony of human beings through martial arts

 x Balance between man and nature through 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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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Event Identity

심볼마크(기본로고) 캐릭터(마스코트)

1  심볼마크(기본로고) Emblem 

hh‘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를 상징화 

hh 지구의 6대주를 조화롭게 형상화하여 6가지 색깔로 표현

hh 다양한 무예와 무예인들이 모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표현

hh symbolizes ‘Bio Valley and Solar Valley’ of Chungcheongbuk-do.

hh harmoniously characterizes six continents of the earth with six colors.  

hh   presents a harmonious place to achieve international unity with a variety of martial 

arts and martial artists. 

2  캐릭터(마스코트)  Mascots : Moodori & Yesoori

hh 무예의 ‘무’와 ‘예’로부터 ‘무돌이’와 ‘예술이’라는 이름이 탄생

hh‘무돌이’와‘ 예술이’는 친근감 있는 무예마스터를 형상화 

hh 쾌활하고 자신감 있는 포즈를 통해 세계무예인의 축제를 표현

hh come from Moo and Ye of MooYe, which means martial arts.

hh characterize good masters in martial art.  

hh pose with brightness and confidence, pursuing a glob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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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종목   Martial Arts

hh 총 15종목: 13개 정식종목, 2개 특별이벤트

hh 15 Programs: 13 official martial arts and 2 special events

정식종목 Official Martial Arts

검도 Kendo
두 사람이 죽도(竹刀)로 상대방의 머리, 손목, 허리부위를 치거나 목을 

찔러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stabbing accurately to opponent’s head, wrist, waist, 

or neck by using Shinai

기사 Horseback Archery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목표물을 맞히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shooting the target through horseback riding

무에타이 Muaythai

주먹, 팔꿈치, 무릎, 정강이 등을 사용하여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punching, elbowing, kneeing and kicking techniques 

삼보 Sambo

치고, 꺾고, 메치는 종합격투기술로 상대를 제압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striking, hitting and throwing based on mixed martial 

arts

씨름 Ssireum 

다리기술, 허리기술 등을 사용하여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경기

Competition of the strength and technique by throwing the opponent 

to the ground 



｜   11

정식종목 Official Martial Arts

우슈 Wushu

권법, 무기술 등을 통하여 연무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acting performance through bare-hand and weapon 

techniques

유도 Judo 
힘의 역학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본(本, Kata) 연무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attack-and-defense forms(Kata) based on the 

strength mechanics

주짓수 Ju-Jitsu

상대를 잡고 메치며 꺾는 기술로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grasping, throwing and tightening techniques  

크라쉬 Kurash

상대의 상의를 붙잡고 메치는 기술로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throwing techniques by grasping one’s top

킥복싱 Kickboxing

주먹, 무릎, 발 등으로 상대를 타격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hitting with hand, knee, foot, etc.

태권도 Taekwondo

태권도의 품새와 기술들을 종합해 연무형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acting performance through Poomsae and 

techniques of Taek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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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종목 Official Martial Arts

택견 Taekgyeon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using hand and foot to control over the opponent 

합기도 Hapkido

관절기의 차기의 호신체계를 갖추고 상대를 제압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controlling over the opponent with systematical self-

defense techniques

특별이벤트 Special Events

기록경기 Record Contest
각 무예의 기술과 기능 중 낙법, 격파, 차기 등의 방식으로 거리와, 높

이, 격파량을 겨루는 경기

Competition of measuring martial art techniques by rolling, breaking, 

kicking,  etc.

연무경기 

Martial Arts Show 맨손무예나 무기술을 정해진 시간에 시범 및 시연을 통해 승부를 겨루

는 경기

Competition of evaluating the degrees of completion in acting 

performance by bare-hand or weap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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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대회종목의 종류 및 경기규정

구    분 경기규정 비  고

정식종목 각 종목의 국제경기규정에 준함
올림픽에서 실시되는 무예(태권도, 유도)의 

경기규칙은 제외

정비종목
세계무예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기규정에 준함
위원회에서 협의된 종목에 제한

기록경기
한국무술총연합회(KMAF)의 경기규정에 

준함
타 종목 출전자도 중복출전이 가능

연무경기
한국무술총연합회(KMAF)의 경기규정에 

준함

정식종목 이외의 참여종목으로 세계무예마

스터십위원회에서 정한 종목 추가 가능

hh Types of Martial Arts and Their Rules

Type Rule Content

Official Martial 

Arts
follow the rules by IFs

exclude the rules of sports (Taekwondo & 

Judo) in the Olympics

Modified 

Martial Arts

follow the rules by a commission 

under the WMC

limited to martial arts discussed by the 

commission

Record 

Contest

follows the rules by Korea Martial Arts 

Federation 

available to a participant even in other 

types of martial arts

Martial Arts 

Show

follows the rules by Korea Martial Arts 

Federation

possible for WMC to add martial arts, 

which are excluded from official 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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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소   Venues

hh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청주실내체육관, 청주국민생활관,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 

청주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청주유도회관

hh 강원도 속초시:   속초영랑호화랑도체험장(기사 종목)

hh   Cheongju Gymnasium, Cheongju Olympic Memorial Civic Center, Cheongju 

University Multipurpose Sports and Culture Complex, Cheongju Inline 

Roller Stadium & Cheongju Judo Center

hh   Sokcho City Yeongnangho Hwarangdo Experience Sites(Horseback Archery)

청주실내체육관 Cheongju Gymnasium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229, Sajik-daero, Seowon-gu, 

Cheongju City
4,180 8,000 1,332㎡

태권도, 택견, 우슈,  
기록경기, 연무경기

Taekwondo, Taekgyeon, 
Wushu, Record Contest, 

Martial Arts Show

지도 Map 사진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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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Cheongju Olympic Memorial Civic Center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5
55, Heungdeok-ro, Seowon-

gu, Cheongju City
1,997 2,200 1,296㎡

킥복싱, 무에타이
Kickboxing, Muaythai

지도 Map 사진 Photo

청주대석우문화체육관 Cheongju University Multipurpose Sports and Culture Complex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298, Daeseong-ro, Sangdang-

gu, Cheongju City

1층 
1st floor: 756

2-3층 
2nd & 3rd 

floor: 3,728

4,508 16,642㎡
합기도, 삼보, 검도

Hapkido, Sambo, Kendo

지도 Map 사진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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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Cheongju Inline Roller Stadium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5
55, Heungdeok-ro, Seowon-

gu, Cheongju City
1,254 1,500 750㎡

씨름
Ssireum

지도 Map 사진 Photo

청주유도회관 Cheongju Judo Center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514번길 70

70, 1sunhwan-ro 1514beon-gil, 
Sangdang-gu, Cheongju City

380 500 1,798㎡
유도, 주짓수, 크라쉬

Judo, Ju-Jitsu, Kurash

지도 Map 사진 Photo



｜   17

속초영랑호화랑도체험장 Sokcho City Yeongnangho Hwarangdo Experience Sites

위치
Address

좌석수
Seats

수용인원
Capacity

면적
Size

경기종목
Martial Arts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421
421, Yeongnanghoban-gil, 
Sokcho City,  Gangwon-do

500 1,000 26,500㎡
기사

Horseback Archery

지도 Map 사진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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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정   Schedule

종목 및 체육관

Martial Arts & Venues

일 정  Schedule

시간/구분

Time

9. 2.
Sept. 2

9. 3. 
Sept. 3

9. 4.
Sept. 4

9. 5.
Sept. 5

9. 6.
Sept. 6

9. 7.
Sept. 7

9. 8.
Sept. 8

0 1 2 3 4 5 6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청주라마다호텔
Ramada Cheongju

10:00 
~ 

18:00
10:00 

~ 
15:00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청주라마다호텔
Ramada Cheongju

15:00 
~ 

18:00

개회식
Opening Ceremony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Cheongju Univ. Sports &  

Culture Complex

19:00 
~

1 태권도 Taekwondo

청주체육관
Cheongju Gym.

오전 M

오후 A

2 우슈 Wushu
오전 M

오후 A

3 택견 Taekgyeon
오전 M

오후 A

4
연무경기  

Martial Arts Show
야간 N

5
기록경기 

Record Contest
야간 N

6 합기도 Hapkido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Cheongju Univ. Sports &  

Culture Complex

오전 M

오후 A

오전 M
7 검도 Kendo 오후 A

오전 M
8 삼보 Sambo 오후 A

9 무에타이 Muaythai 국민생활관
Cheongju Olympic  

Memorial Civic Center

오전 M

오후 A

10 킥복싱 Kickboxing
오전 M

오후 A

11 씨름 Ssireum
인라인롤러경기장

Cheongju Inline Roller Stadium

오전 M

오후 A

12 주짓수 Ju-Jitsu

청주유도회관
Cheongju Judo Center

오전 M

오후 A

13 유도 Judo
오전 M

오후 A

14 크라쉬 Kurash
오전 M

오후 A

15
기사  

Horseback Archery
속초영랑호

Sokcho Yeongnangho

오전 M

오후 A

폐회식
Closing Ceremony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Cheongju Univ. Sports &  

Culture Complex

19:30 
~

* M: Morning, A: Afternoon, N: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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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행사   Cultural Programs

hh 개·폐회식

hh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 등

hh Opening & Closing Ceremony

hh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Congress, etc.

개·폐회식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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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WMC)

hh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주최하는 최고기관

hh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지속적인 개최를 보장하며 대회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hh 2016년 9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기간 중 결성 예정.

hh 향후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결성 예정.

hh i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hh   ensures the continuous and periodic celebration of the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and aims to realize the core values of the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hh   is going to be established during 2016 Cheo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hh is planning to organize National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s (N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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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조직도 WMC Organization Chart 

반도핑위원회
Anti-Doping Commission

무예인협의회
Martial artist’ Council

사무국
Secretariat

여성무예위원회
Women in Martial Arts Commission

홍보위원회 
Promotion Commission

법사위원회
Legal Commission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ssion

무예협의회
Martial Arts’ Council

무예과학위원회
Martial Arts Science Commission

재무위원회
Finance Commission

개발위원회
Development Commission

지역협의회
Regions’ Council

조정위원회
Coordinating Commission

윤리위원회
Ethics Commission

무예 운영협의회
Martial Arts  

Management Council

WMC 종목
WMC Martial Arts

국제무예연맹
International WMAM 

Martial Arts Federations (IWMFs)

국가무예위원회
National Martial arts Committees 

(NMCs)

지역위원회
Regional Organizations (ROs)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ssion

협의회

Councils

W   M   C
총회(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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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준비체계도 WMAM Preparation System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보고·승인·협의
Report, Approval

& Collaboration 

중앙

정부

Government

대회지원

Support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조직위원회

WMAMOC

협조·지원

Support

개최지

Host City

지도·감독

Supervision

공동준비

Collaboration

hh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는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주최

hh 개최지역은 대회시설 확보, 인프라 구축, 대회 지원

hh 조직위원회(WMAMOC)는 대회 운영

hh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WMC) approves the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hh   Both a host city and the government secure facilities, improve the infrastructure, 

and support the Masterships.

hh The Organizing Committee operates and manages the Mastersh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