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CMA CHAMPIONSHIP 

시합진행 규정및 방법 

모든 관장님들은 반드시 읽고 숙지 해 주시길 바람니다 

1. 모든 관장님들께서는  8 시 까지 경기장에 도착 하시길 바람니다 / 복장은 검은 바지에 협회 

와이셔츠 나 자켓 

2. 링 셋업은 9 시 30 분 까지 마치고 경기는 10 시부터 진행한다 

3.  심판 교육은 9 시에 한다. / 심판 복장은 검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블루 넥타이. 

4. 3 시 15 분 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5. 점심은 카페테리아에서 해결한다(바우처는 정신석 관장에게서 받는다) 

바우처는 등록한 도우미, 심판, 손님, 씨엠에이 관장님 및 가족 에게만 드림니다. 

코치에게는 바우처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치 페스가 있는 사람은 입장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품세가 끝나면 학생들을 그자리에서 대기하게 한다 – 트로피나 메달은 부모님에게 주고 

와도 된다. 코트장은 모든 학생들의 품세경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링을 기다리지않고 바로 

격파를 시작한다. 

7. 모든 관장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학부모및 사범님들께 관장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겨주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합에서는 시합 결과에대한 항의및 

불평불만은 사범 및 학부모가 각 코트 관장님들께 직접 항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판정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각 관장님께 먼저 말하고 각 체육관 관장님들께서 직접 어필을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8. 이번 시합은 바뀐규정및 규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새 규정 규칙을 숙지하시길 

바람니다 

 

 

 

 

 

 



경기진행 

품세 

-. 디비젼 

1. 오전 시합(3 살부터 9 살은)남녀 구분이 없다. 하지만 오후 시합(10 살위로)는 반드시  남녀구분을   

먼저 한다. 

2. 반드시 나이 별로 3 살, 4,5 살, 6,7 살, 8,9 살, 10,11 살, 12,13 살, 14, 17 살, 18-32 살, 33 &  위로 

구분한다. 

3. 반드시 같은 품세를 하는 학생들 끼리 디비젼을 만든다. 

4. 가능한 다른 체육관 학생들끼리 매치한다.  만약 디비젼 전체가 같은 체육관 학생일 경우 2 명씩 

디비젼을 만들어 1 등 2 등으로 준다. 

5. 디비젼은 3 명이 기준이고 3 명 까지 할 수 있다. 

 

-. 시합진행 

1. 품세는 모든 선수가 다같이 링에 올라가서 실시한다. 

2. 품세는 1 번 한다 

3. 7 살 까지는 구령에 마추어 반드시 10 동작만 한다. 단 유단자는 7 살이라도 구령없이 끝까지 

한다. 

4. 8 살 위로는 구령없이 한다 

 

 -. 경기결과 및 판정 

1.  깃발 대신 점수판을 사용한다 

2. 경기가 끝나면 그자리에서 등수를 결정하고 시상식을 바로 한다 

 

 

 



 

격파 

-. 디비젼 

 1. 품세 가 끝난 학생은 그자리에서 대기하고 품세 디비젼 그대로 격파를 시작 한다. (품세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나이와 밸트에 맞게 배치한다) 

 

-. 경기 진행 

1. 오피셜(정해진) 기술을 반드시 따른다 

2. 송판을 잡는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각코트 관장님이 돌아가면서 잡는다 

3. 자유기술에서 장애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3 살 부터 7 살 까지는 PEEWEE BOARD, 8 살 부터 11 살 까지는 CHILDREN BOARD,  12 살 부터 

17 살 까지는 TEEN BOARD, 18 살 위로는 ADULT BOARD 를 사용한다. 

5. 한기술마다 최대 3 번의 기회를 준다. 

6. 송판 셋업 시간은 30 초 

 

 

-. 경기결과 및 판정 

1.  Guaranteed Result, 격파는 디비젼과 상관없이 실수를 몇번했느냐로 등수를 준다. 한 

디비젼에 모두 1 등을 할 수 도 있고, 모두 2 등 혹은 3 등을 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끼리 

경쟁하는것이 아니라 몇번만에 격파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  

2. 1 등은 실수가 한번도 없거나 혹은 1 번의 실수를 했을경우                                                   

2 등은 2 번혹은  3 번 실수를 했을경우                                                                                         

3 등은 4 번 이상을 실수를 했을경우 

3. 한디비젼이 끝나면 몇번의 실수를 했는가에 따라 줄을 세우고 등수를 표출한다 

 

 



겨루기 

-. 디비젼 

         1.   스파링은 한디비젼에 2 명씩만 한다.  

         2.   10 살위로는 반드시 남녀를 구분 한다. 단 9 살 및으로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다. 

         3.   나이구분은 3-5 살, 6-7 살, 8-9 살, 10-11 살, 12-13 살, 14-15 살, 16-17 살, 18-32 살, 33 살 

위로한다 

4. 밸트는 WHITE TO GREEN, BLUE TO BROWN, RED TO DEPUTY, BLACK 로 나눈다 

 

-. 경기진행 

1. 칼라밸트, 유단자 모두 1 분 2 회전 30 초 휴식으로 한다 

2. 구룹 B(Traditional Class)는 몸통만 허용한다.  

점수는 몸통을 주먹 과 발로 찾을경우는 1 점, 돌어서 찿을 경우 2 점으로 한다. 

3. 구룹 A(World Class)는 얼굴도 허용한다.  

경기는 USAT RULE 을 따르고 JUNIOR SAFEY RULE 을 적용한다 

4. 모든 칼라밸트는 얼굴을 허용 하지않는다 

5. 블랙밸트 B(TRADITION GROUP)는 얼굴을 허용 하지 않는다 

6. 동점일 경우 SUDDEN DEATH ROUND 를 한다 

7. 심판은 채점용지 대신  TaeKwonDo Score APP 을 다운로드 받아 앱으로 한다         

 

-. 경기 결과 및 판정  

1. 경기 결과는 1 등과 2 등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