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MUYEDO ACADEMY

425 Tasman Dr., Sunnyvale, CA 94089 ● www.muyedowon.com
(408)-828-0761 ● (831)-601-2809

귀사 ( 하 )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무예도원에서 창립 첫 무예도 챔피언쉽 (Apr,23~24) 을 개최합
니다
무예도는 한국의 전통검법 조선칼과 일본의 켄도를 조합하여 실용적이고 
생활적 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또한 3 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체적
으로 또는 정신 수양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닌 New Sword Sport 로 
2011 년 부터 이땅 미국에서 탄생한 Sword Martial arts 입니다  
귀하께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리란 무예도 창립이념 으로 전진하는 저희
의 행보와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아울러 애정어린 후원으로 격려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Feb 15,2022

재단법인 
무예도원 총재 오복현
무예도원 부총재 김성진
US MUYEDO ACADEMY 
Grand Master Paul Bokhyun Oh 
Master Sungjin Kim

http://www.muyedowon.com/








Kyeokgum, Adult Division
(Individual)

Song, James

Reeves, Charles

Martinez, Gerardo

Beas, Carlos

Kim, Sung-jin

Kim, Gun-hun

Todd, David

Kim, Scott



Kyeokgum, Female / Junior Division
(Individual)

Martinez, Hector

Otgonbayar, Tseene

Martinez, Daniel

Oh, Sunhee

Haro, Daniel

Gallegos, Cecy



Kyeokgum, Youth Division
(Individual)

Isrami, Sameer

Shields, Jackson

Martinez, Gabriel

Vu, Maddox

Ruiz, Josiah



Kyeokgum, Team Match

Team White Tiger Team Blue Dragon

Vanguard Sung-jin Kim Carlos Beas

2nd Position Charles Reeves David Todd

3rd Position Gerardo Martinez James Song

Center Scott Kim Gunhun Kim

5th Position Sunhee Oh Cecy Gallegos

6th Position Daniel Haro Daniel Martinez

7th Position Hector Martinez Tseene Oh

Rear Sameer Isrami Gabriel Martinez

Reserve Josiah Ruiz



(Sponsor Advertisement Page)

A generous sponsorship of $3,000 or more will be allotted 
a full page advertisement, as well as an authentic, live 
blade Korean sword (Jingum – valued at $2,000).

후원인 전상서
고액의 후원인들께 대한민국 최고 검도장께서 만드신 칼을 선물 하려 
하는 이유는 이땅에 진검수련의 활성화와 보급함에 그목적 있습니다
또한 진검은 예로부터 액운을 막아주고 가훈과 택기를 지켜준다 하여 
가보로 소장 하여 왔음에 검으로 하는 수련 이 얼마나 좋은지도 체험
해 보시고 집에 검을 소장해 보시라 권장 드리는바 입니다
PS  아울러 저희단체가 Non-profit Organization 이기 때문에 후
원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재단법인 무예도원



(Sponsor Advertisement Page)

A generous sponsorship contribution of $2,000 or more will be allotted a full page 
advertisement, as well as a “Jingum” (live blade sword valued at $1,000).

A generous sponsorship contribution of $1,000 or more will be allotted a full page 
advertisement, as well as a “Kagum” (metal training sword valued at $400). 

후원인 전상서
고액의 후원인들께 대한민국 최고 검도장께서 만드신 칼을 선물 하려 
하는 이유는 이땅에 진검수련의 활성화와 보급함에 그목적 있습니다
또한 진검은 예로부터 액운을 막아주고 가훈과 택기를 지켜준다 하여 
가보로 소장 하여 왔음에 검으로 하는 수련 이 얼마나 좋은지도 체험
해 보시고 집에 검을 소장해 보시라 권장 드리는바 입니다
PS  아울러 저희단체가 Non-profit Organization 이기 때문에 후
원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재단법인 무예도원



(Sponsor Advertisement Page)

$500 – Half page advertisement space and forms practice
“Kagum” made from aluminum, valued at $200. 

$200 – (Quarter page
advertising space and
wooden training sword)

$200 – (Quarter page
advertising space and
wooden training sword) 



$200 – (Quarter page ad
space and wooden training
sword) 

$200 – (Quarter page ad
space and wooden training
sword) 

$100 Advertisement Space $100 Advertisement Space

$100 Advertisement Space $100 Advertisement Space



GLOBAL MUYEDOWON FOUNDATION
www.muyedowon.com

U.S. MUYEDO ACADE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