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ey of My Life
1971 to Present

$35, TKD uniform,
and strong spirit to fuel
the journey. This is the
story of Jung Woojin.
외로운 이방인의 길 –나홀로 가다.
주머니에는 단돈 35달러, 도복
한 벌 어깨에 맨 채 태평양을
건넜다. 1971년
불굴의 투지와 맨주먹
하나만 믿고 미국 생활
을 시작했다.

1972, first US job pumping gas for a year and a half.
Everyday was a 10 hour work day; even volunteering
on Sundays when it was too hot to stay at home.
Obstacles to overcome included language and
culture differences, with no friends, family or car.
밑바닥 부터 시작한 삶 그래도 행복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이국 생활은 밑바닥부
터 경험했다. 가족도, 차도 없이 1972년부터 1
년 반 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하루 10시간 이
상 주유소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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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2016 Traditional
TaeKwonDo as
chosen martial art.
47 branches
Approximately
190,000 students
5,000 black belts

꿈에도 그리던 무도 태권도
도장을 오픈하다.
1973년 처음 도장을 열어
2016년까지 47개 지관에서
19만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쳤
다. 그 동안 5천 명의 유단자
를 배출했고 올해 12월이면 9
명의 9단, 그랜드매스터가 탄
생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수
련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정신
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비영리
단체인 태권도 역사관을 개관
했다.

1st time in history,
Dec. 2016, white belt
to 9th Degree Black
Belt test, 9 people. 40
years of Tae Kwon Do
experience. So exciting
and nerve wracking.
History room is being
left as a non-profit for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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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years, 13 construction
sites to give back
health to the United
States for helping in
the Korean War.
This is the spirit of
TaeKwonDo.
태권도장과 핼스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답하다.
40년 간 13개의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을
개관했다. 6.25전쟁에서 피를 흘린 미국인
들에게 한국의 무도로 보답하려는 마음이
컸다. 태권도 연마를 통해 정의, 의리, 사
랑, 평등, 우정, 존경의 덕목을 불어넣는데
힘썼고, ‘정 가족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이
웃과 6.25 전쟁 참전용사를 지원했다. 정
신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행복한 시
간들이었다.

Govenor, Miss Iowa, Mayor all in on the
ground breaking in Iowa City, IA USA.

First ribbon cutting done by constructio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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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 to 10 pm,
7 days a week
for 37 years.
Best service,
cleanest club,
and 1st fitness.
These clubs are
how we have
repayed the
sacrificed blood
in the Korean
War. Without
that, I would
not be here.
최고의 시설
최상의 서비
스- ‘태권의
꿈’을 미주에
펴다.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
지 휴일도 없
이 일에 매달
리며 꿈을 이
뤄나갔다. 최
고의 시설과
잘 훈련된
280여명의 직
원들이 제공
하는 최상의
서비스로 사
업은 크게 확
장됐다. 언어
와 문화의 장
벽 보다 가혹
한 인종차별
을 경험했지
만 끈기와 진
심 앞에 장애
물은 없었다.
이제 70대 중
반, 한껏 펼친
꿈의 날개를
접고 차분히
추스를 시간
이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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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ealth Clubs with TaeKwonDo studios
in most over a 30 year time span. These
are the shoes worn in construction.

Small business Man of the Year
award from Washington D.C.

차별을 긍정으로
백인이 주도하던 대형 헬스클럽을 소수민족이 운영하니 주변의 질투와 시기가 끊이지 않았
다. 건물 구석구석을 직접 청소하며 성실과 겸손으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했고, 이런 노
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는 결실로 나타난다. 결국 1986년 ‘올해의 중소기업인
상’을 수상한다.

In service to members of health clubs
and taekwondo studios, cleaning
and maintanance all the time.

Only international TaeKwonDo magazine
that has a 35 year run so far.
www.taekwondotimes.com
6

Before

After

After
2005 Jung’s Family Charity Foundation sponsors 30 needy children to get the surgery for the Cleft Lip disability.
Hungry children from 13 countries are helped. The next generation will continue to give with the foundation.

나눔의 기쁨 –자
식에게 물려주다.
2006년 설립한
‘정 가족재단’은
매년 언청이 어린
이 30명의 수술비
를 지원하고, 가
난으로 고통 받는
세계 곳곳의 어린
이들을 도와왔다.
자식들에게 재물
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물려 주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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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ow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27 year scholarship award.

April 10, 2000 marked the celebration of Woojin
Jung’s mother’s 100th birthday. A special village
celebration was planned with people from four
countries in attendance in addition to the whole
village. The birthday was done in a traditional style.
어머니! 불효자식은 웁니다.
바람같이 사라졌던 막내아들이 2000년 4월10일 울산
시 울수군 고향집에 돌아와 어머니 100세 잔칫상에
잔을 올렸다. 마을 어른들이 모두 찾아와 눈물 속에
이뤄진 모자의 재회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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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bility to grow strong with challenges has been documented in these biographies for
the next generations. My biography is available in both English and Korean.
가난과 고난은 인생의 보약이다.
험난한 인생길을 앞만 보고 겁 없이 살아온 삶을 정리해 몇 권의 책을 내놨다. 소박한 삶
의 경험과 신념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아 후학들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다.

www.woojinjung.com
9

UlJoo Gun, Korea (hometown) and Cedar
Rapids, IA, USA become sister cities

Education,
business
and
cultures
exchanged
between
the two
nations.
꿈에도 그리던 내 고향 가는 길
조국을 떠나 이방인으로 살면서 고향은 늘 안식을 주는 마음의 언덕 같은 곳이다. 내가 거주하는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와 고향 울산 공단과의 산업 및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이 체결됐다. 곡
창지대인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 선거를 가장 먼저 치르는 곳으로 미주 풍산그룹 설립 당시 한국 KBS
에서 ‘북미 보통사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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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the 38th Parallel DMZ

TaeKwonD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ed for this momentous occasion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peace. This occasion was organized and headed by Woojin Jung and TaeKwonDo Times in May of 2006.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을 그리며.
2006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아르
헨티나 등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과 함께
판문점에서 격파 시범을 보이는 행사를 기획
했다. ‘태권도타임스’ 발행인 자격으로 주최
한 이 행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갈망을 담
았으며 미국 AP통신의 취재를 통해 큰 주목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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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Masters Try to Reunite Koreas by breaking a board
representing the dividing line of the 38th Parallel DMZ.

This great program enabled the AP (a US based company)
to open an office in Pyun Yang, North Korea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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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tours in both 2007 and 2011
brought the US and North Korea peacefully
together through TaeKwonDo. Half of my
life went into the creation of these events.
2007 Cities:

세계를 내 품 안에
미국 국무부의 협조로 1991년 처음 시도했던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역사적 미국 방문이 2007
년 현실화됐고 4년 뒤인 2011년 또 한 차례 성
사됐다. 1970년대 중국과의 ‘핑퐁외교’처럼
갈등 해소를 위한 스포츠 외교의 시작이었고, 한
반도 통일의 염원으로 태권도 인생의 절반을 바
친 굴곡의 여정이었다.

Los Angeles, CA
San Fransisco, CA
Cedar Rapids, IA
Louisville, KY
Atlanta,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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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ities:

Boston, MA
New York, NY
Philladelphia, PA
www.usnktkd.com

A lot of TKD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helped make this happen
through encouragement, organization and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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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hang Ung from North Korea, IOC Member, former ITF President worked hard with
Woojin Jung to make the Goodwill tours happen to unite the world through Tae Kwon Do.
평화의 사절-태권 정신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하는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리들과 만나 북미 간 스포츠 교류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정치
가가 아닌 태권도인으로서 스포츠와 문화 협력의 길을 제시해 경색된 양국 관계에 화해 분
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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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ic 30 Year Celebration

Brother lights the candle
to share Eastern spirit.

Brother shares rice
and Korean flag

Spirit is the light that shows us the way in the
dark, where we share that which supports us.

Pioneer TaeKwonDo, New
Life, and Times people showed
support with candles.

Mayor Don Canney
shares corn and soybean
plants with a US flag.

The original
belt ties the two
countries together.

뒷장에 설명 잊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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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amatic 30-Year Life in the US
A small Asian man came to the United States. Thirty
years later he had built a Tae Kwon Do school, New Life
Fitness World, and TaeKwonDo Times magazine.
With his small Tae Kwon Do school he spread Korean mental culture.
His family and 480 people met in a convention room for the thirtieth
anniversary in 2001. “They bought dinner and invited me to celebrate with
them. They waited for my arrival. The lights were turned off when I went
inside. My brother and family came from Korea. My younger brother gave
me a candle spirit. My older brother presented rice from my home country
and a Korean flag. The mayor of Cedar Rapids, Don Canney, gave me
soybeans, corn and a US flag. All kinds of people were there, including
the next generation. There was a slide showing what I have don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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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한 인생, 30년을 기념하며
자그마한 아시아인 한 사람이 이국 땅에 뿌린 씨앗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다. 헬스클럽과 ‘태권도
타임스’ 가족 및 지인 480명을 초대해 허름한 태
권도장에서 시작된 기합 소리가 한국의 정신 문화
전수로 이어진 30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오신 작은 형님과 형수님은 한국의 정신
을 상징하는 촛불을, 큰 형님과 형수님은 모국의 벼
와 국을 동생에게 건네고, 돈 케니 당시 시더래피즈
시장이 아이오와의 콩과 옥수수, 성조기를 넘기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함께 땀을 흘렸던 태권
도 제자 사범들을 포함한 모든 지인들과 어린이들
이 촛불을 켠 가운데 그 동안 지내온 삶의 여정을 담
은 슬라이드도 상영했다. 한국에서 온 까무잡잡한
청년이 걸어온 생의 발자취가 한 편의 드라마가 되
는 순간이었다.
A Dramatic 30-Year Life in the US
A small Asian man came to the United States. Thirty years later he had built a Tae Kwon
Do school, New Life Fitness World, and TaeKwonDo Times magazine.
With his small Tae Kwon Do school he spread Korean mental culture.
His family and 480 people met in a convention room for the thirtieth anniversary in 2001. “They
bought dinner and invited me to celebrate with them. They waited for my arrival. The lights were
turned off when I went inside. My brother and family came from Korea. My younger brother gave
me a candle spirit. My older brother presented rice from my home country and a Korean flag. The
mayor of Cedar Rapids, Don Canney, gave me soybeans, corn and a US flag. All kinds of people
were there, including the next generation. There was a slide showing what I have don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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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in Jung Tree Monument

Set up by the city in 2009 after the floods devestated Cedar Rapids, IA, USA.

“정우진 나무 벤치에 새겨진 글 내용”
<그랜드마스터 정우진에게 기증>

이 벤치는 그랜드 마스터 정우진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우진은
1971년, 29세의 나이로 35달러를 들고
미국 에 와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낮선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일하던 초창기 이민
시절, 이 장소에 매일오곤 했습니다.
이곳 KFC 에서 나오는 닭 튀기는
냄새를 공짜로 즐겼고, 매주 단 한번
금요일에만 KFC 에서 99 센터의 뼈까지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정신을 다지고 지친 삶을 위로 받곤
합니다. 그랜드마스터의 강한 정신은
그가 무술과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 여러개의 기부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무의 정신적 힘을 잊지 못하고 자주 이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의 “inspiration”
나무는 자신 을 믿으면 세계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다는 그의 정신력의 상징입니다. 정우진 나무 벤치(woojin jung tree monument).

www.woojinjungt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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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in 1980 with
5 people, 3 of which
have passed away, 1 retired
leaving Woojin Jung to run
a worldwide magazine. No
computer or English, continue
for the next generation of
TKD students. 70 million
people helped, I still
try to help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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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유산-세계태권도 잡지 발간
35년 전 5명이 의기투합해 ‘태권도타
임스’를 창간했고 태권도의 정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진력했다.
창간 멤버인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
고 다른 1명은 정년퇴직을 해 이제 미
국 유일의 태권도 정통 잡지의 명맥
을 잇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 중이다.
어설픈 영어와 컴퓨터 실력으로 시
작한 일이지만 전 세계 태권도인들
과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발행을 이어가고 있
다.

Jung’s TaeKwonDo History Room
1973 to future generations
History room
is to promote
the use of mind
and heart along
with spirit.

정 태권도 역사관’ 문을 열다.
1973년 첫 도장을 열어 수십 년을 사용했던
빈민가 단독 건물을 개조, 보수해 2015년 ‘정
태권도 역사관’을 개관했다.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학들에게 연구자료와
역사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태권
도의 종주국이라는 사실과 세계 정신 본부로
서 손색이 없음을 알리고자 했다. 그간 모아
둔 9000장 이상의 관련 사진과 영상, 에세
이, 논문, 태권도를 통한 장애 극복 사례 등
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했다

History room opened on 6/18/2016
to show future generations the
history of Jung’s TaeKwonDo.
The purpose of this room is to
serve as a mental and spiritual
center for TKD. It is run by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promotes famil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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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 나의 가족
가족은 40년 넘는 이
민 생활을 지탱하게
해 준 원동력이었다.
“똥개는 짖어도 기차
는 달린다’며 미친 듯
한 신념 하나로 바깥
으로 나돌던 시절 묵
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 그리고 3남1녀
의 자녀에게 고마울
뿐이다. 둘째 아들은
나의 뒤를 이어 라스
베가스의 헬스클럽
을 운영하고 있다. 낳
아준 모국 대한민국,
그리고 꿈과 희망으
로 성장하게 해 준 미
국에 감사한다.

My family is my backbone and
support system. My wife, 3 sons and
daughter supported me while I worked
like a dog 6 or 7 days a week.
My 2nd son continued giving back with
a fitness center in Las Vega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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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하심니까?
두서없이 만던 것이 문법도 맞춤법도
미안함니다.대충 만던 것이 동. 서양
차이도 잊고…적은것은99% 사실이며
많은 재료는 아레에 더잊음니다.감사함니다.

We have accomplished so much, please see the websites
listed at the bottom for a more comprehensive look.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arch on Google, Youtube
and Facebook for Woojin Jung Tae Kwon Do.
Woojin Jung
Woojinjung.com
TaekwondoTimes.com
JungsTKD.com
USNKTKD.com
WoojinJungTree.com
1510 Mt. Vernon Road SE
Cedar Rapids, Iowa 52403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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