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대한주짓수회 지도자강습회 안내 

 

 

▶ 일시: 2021년 1월 30일(토) 오전 9:00 

▶ 코로나-19로 인해 강습회는 비대면-온라인 강습회로 진행합니다. 

▶ 필수 교육 과목인 인권교육, 도핑교육은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 과정에 포함되어 있

는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본 강습회는 (사)대한주짓수회 임직원은 물론 전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강습회는 사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합니다. 

▶ 본 강습회의 강습 내용은 강사의 뜻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강 사 교    육    내    용 비고 

9:00 김 민 우 강습회 소개 / 지도자 등록, 팀 등록, 선수 등록 안내 사무차장 

휴   식 

10:00 변 장 원 심판 교육: 세칙 설명 및 판독과 후처리 심판원장 

휴   식 

11:00 김 경 렬 지도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누적 피로 부위 예방 전문의 

휴   식 / 중  식 

13:00 이 수 용 주짓수 체육관 성인 회원 운영 일반 본회임원 

휴   식 

14:00 채 인 묵 협회의 운영 방향과 방안 일반 사무처장 

 

 

▶ 신청서 및 계좌 안내: 별도 첨부 

▶ 신청: 사무대리 박선태(010-2577-8579) 

▶ 문의: 사무국장 이동기(dk@jjak.or.kr) / 사무대리 박선태(문자로만 응답) 

  



2021년도 지도자교육(강습회)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

인으로 변경되는 등 본회 자체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지도자강습이 많

이 늦어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현 시점에서 협회와 회원 개개인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회 본연의 업무는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바 어렵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

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강습회로 진행됩니다. 필수 과목인 인권교육, 도핑교육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스포츠부상과 그에 대한 대비, 무엇보다 성인 위주로 형성

되어 있는 본회 종목의 특성을 감안한 체육관 운영 등에 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비 역시 50% 감면하여 100,000

원으로 책정하였으니 전년도 금액과 혼돈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 입금계좌: 100,000원 / 국민은행 556637-01-005734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2. 신청마감: 2021년 1월 29일(금) 18:00까지 

3. 유의 사항 

  1) 입금 후 반드시 <성명/지역/소속체육관/직책>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주십시오.  

  2) 입금 문자는 반드시 입금 전이 아니라 입금 후에 발송하셔야 하며 

3) 반드시 신청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대표인이 다수 입금 X). 

 

▶ 본 강습회에 참가하여야 본회 주관주최의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체육회의 지도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등록이 안되면 팀 등록(체육관), 

소속 선수들의 등록 또한 불가하니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본 강습회는 본회 지도자교육을 갈음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에 의한 거리두기, 집합

금지를 감안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방법입니다. 본회 지도자들은 모두 신청하여 청강하시

기를 바라며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보수교육 혹은 2차 교육은 보건당국의 지침이 바뀔 

경우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즉 참석하여 진행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비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