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짓수회 지도자시험 합격자명단

지역/팀명/이름

서울 서대문와이어주짓수데프짐 최정현

광명/리스펙트주짓수/박진호

익산/썬주짓수/손광수

리스펙트/현덕환

세종시주짓수아카데미 신동준

경기광명/리스펙트주짓수/유재중

걍기도 덕소주짓수파크 박정근

서울/공덕주짓수/김동균

경기광주/주짓수파라에스트라경기광주/김현수

경기광주/파라에스트라경기광주/한상수

경북/주짓수코어/이재식

경산/블랙리스트MMA/변태원

경남/거제주짓수팩토리/양지호

경북구미/쎈짐형곡/김준성

전북 퍼스트짐 김영수

인천 팀루츠 조재섭

충남 아산 칼슨그레이시 코리아 아산음봉도장 조충현 

김해/또지코리아김해율하/이상민

서울/빅토리주짓수/변장원

부산/팀혼주짓수/이재민

대전/비트주짓수/전범구

충주/파라에스트라/김성진

서울/빅토리 신화/박승용

충주/파라에스트라/김명철

대전/송촌주짓수/김효섭

충주 파라에스트라 박두환

충남천안시/칼슨그레이시코리아신방지부/김진수

울산/울산파이트짐신정/장지웅

전북군산/파라에스트라군산/한상우

인천/팀루츠/정지현

인천/팀루츠/이창현

부산/또지코리아본관/박준영

전북/파라에스트라군산/고순철

경북/쎈짐포항 마차도주짓수/ 김영호

광주/킹덤주짓수/박경민

인천/팀루츠/강세니

인천/팀루츠주짓수만수동/정지홍

인천/팀루츠주짓수만수동/임현혜

경기광주/존프랭클주짓수/박영진

대구/팀사나이/김병진



서귀포/팀루츠서귀포/위경환

광주/킹덤주짓수 상무지부 프라임짐/김선현

광주광역시/최고짐/김태형

제주/팀HJ스캠프짐/고승용

인천부평/팀토마주짓수/한동수

광주/프라임짐/김기범

경기시흥/본주짓수유도아카데미/박호성

김포/SJ주짓수/강현욱

김해/장유MK가온/최성우

경남거제/CSMBJJ용천무예관/김범준

여수 동천백산 팀싸크짐  김지성

부산/또지코리아만덕/김진성

부산/부산스파르타짐/서강훈

부산/또지코리아 구남점/오성진

강원/D파이터클럽TEAM.D/염주환

부산/기장주짓수아카데미/전지나

경기 파라에스트라분당 홍순근 

대전/동천백산유술회 대전BJJ/김상국

충남천안/칼슨그레이시목천지부/김길종

세종/세종시주짓수아카데미2관/한상원

경북구미/쎈짐/정준성

서울/존프랭클 신사/박경준

청주/파라에스트라동남/이민주

대전/팀JS/홍진웅

경기시흥/아이기스시흥능곡주짓수/정덕한

서울/낙성대주짓수/정도영

경북/팀아트주짓수/이상준

광주/킹덤주짓수금호(제이찬짐)/김종찬

대구/킹덤/최창훈

대전/팀JS/김정수

경남/킹덤주짓수감계/윤구

강원 질리히베이로원주 신동복

강원/ 춘천에볼루션/유태삼

파라에스트라오창/문희윤

광주/브로스짐/정민주

경북/또지코리아 칠곡 왜관/정현수

서울/파라에스트라상계/김성민

제주/퍼스트짐/장지웅

평택/존프랭클/정호원

경기 트라이포스 주짓수/배순성

강원/ 질리히베이로바비짐/송선태

대전/브레이브주짓수/전기봉

전주/퍼스트짐스튜디오/이주환



전남/머스탱주짓수/장성영

부산team HS 정웅쌍

충주파라에스트라 김원빈관장

광명 주짓수후크 고요나

세종/세종필주짓수/김현기

전남/목포주짓수/명정운

서울/불광에볼루션주짓수/최성근

서울/코어/김준철

서울/어반주짓수 성신/ 문준희

세종/필주짓수/전원호

강원/질리히베이로본관/신동우

대전/관저주짓수/윤여천

인천/영종주짓수/강무균

경기도/PLAY X 본주짓수 의왕/김무송

속초/존프랭클주짓수/박우용

경기/양주와이어주짓수/양재호

경남/킹덤주짓수중리/김경수

서울/크리드파이트아카데미/김의종

경기/존프랭클 분당 주짓수/송일섭

부산/조슈아짐/조경민

속초/존프랭클/배기문

경남/현무관/임운창 

경기평택/주짓수익스플로러/현송주

부산/JY멀티짐/김동현

부산MK예승관김덕규

전북/퍼스트짐영등/남궁재영

충북/파라에스트라율량/김명한

청주/칼슨그레이시코리아/장현상

충북/칼슨그레이시코리아/맹미지

충북/칼슨그레이시코리아충북총본관/장준서

진접그리즐리박수철

강원/질리히베이로원주/윤진구

광주/그리즐리멋짐/임환휘

대구/팀사나이/서혁진

대전팀피니쉬비래점서동수

충북/금천주짓수/양희국

경남/킹덤주짓수/서광진

강원동해시/동해주짓수액션리액션/조정선

광명 GP주짓수 유연종

서울/파라에스트라하계/박경호

인천/무짐검단/구태우

부산/조슈아짐/황의근

서울/서래주짓수/권혁일



경남/창원주짓수아카데미/김동우

강원/문무도장/강병선

전북/퍼스트짐송천/고민성

진주/킹덤주짓수/김태균

서울/테크네주짓수/이현래

전북/퍼스트짐 봉동/이승로

청주/파라에스트라산남/한재준 

청주/파라에스트라하복대/장원혁

경남/teamgj밀양/오세원

부천/GP주짓수멀티짐/양우람

전북완주/퍼스트짐둔산/조성환

경북/킹덤주짓수구미봉곡/이승현

경기도/위드주짓수/한병희

경기도/주짓수엔/추성국

경북/킹덤주짓수구미봉곡/오주환

서울/리스펙트주짓수 신정지부/추성민

부산 더원주짓수 장림 최원진

전북/퍼스트짐 정읍/조현

속초/팀메이즈/황의석

광주광역시/렛츠롤짐/정용범

경기수원/팀블랙파드/이익호

전북/퍼스트짐 전북대/오길환

전북/킹덤주짓수/김종범

전북/퍼스트짐/이선호

경북/킹덤주짓수/이승훈

서울/강동와이어주짓수/정동석

인천선학/무주짓수/최재혁

청주파라에스트라강민제

대구/킹덤주짓수월배/황명세

경기/부천와이어주짓수(격투갤러리)/정은현

서울/와이어사당주짓수/고민보

경기도/트라이스톤주짓수/정종철

서울/서대문주짓수/고인성

충북/파라에스트라가경본관/임병준

서울/와이어주짓수/이은미

대구/벤짐/안진덕

인천 팀루츠간석 박문수

전남/퍼스트짐나주/한성화

충남/부여주짓수/이원영

경기/주짓수토리/김원기

배재주짓수클럽/조성민

양주와이어주짓수/황연하

전남/AT주짓수/박희철



대전팀피니쉬박준오

부산/더원 주짓수/김성준

경남 양산/더원 주짓수/류경모

부산/조슈아짐/정현진

경남 진주/무브먼트Q&A/임규태

대구/킹덤주짓수성당못/유영규

천안/와이어주짓수/오두환

서울/옥수주짓수/김광진

천안 / 칼슨그레이시코리아 / 박준범

청주/파라에스트라/전용운

서울/와이즈주짓수/이동규

대구/킹덤복현/서보국

스트롱울프(남양주/팀스트롱울프/이동혁)

충남천안/칼슨그레이시코리아구성/유기옥

전남/델타주짓수/김동찬

전북군산/파라에스트라군산/한영근

세종/써밋주짓수/박인영

대구/컴뱃주짓수/박범준

경기/트라이스톤/김동기

광주광역시/라스트짐/조효정

경남 킹덤주짓수 박정태 

천안/칼슨그레이시코리아/이택진

세종/몬스터주짓수/염진섭

서울/신림주짓수/구본석 

세종시/아레나주짓수/정용희

세종시/아레나주짓수/이재민

대구/킹덤주짓수상인/황명재

서울/팀스턴건/조남진

충남천안/칼슨그레이시/김성백

충남 공주/칼슨그레이시공주지부/정택상

세종/필주짓수/이은필

경기광주/팀컨트롤주짓수/ 홍승철

남원/퍼스트짐남원/이민현

서울 중랑구 면목 / 리스펙트주짓수 면목 / 오상우 

경기/존프랭클이클립스/유상연

경상남도 진주 / 충무주짓수 / 김민규

경기/옥타곤멀티짐/문제훈

서울/마곡본주짓수/박병연

(경북/킹덤주짓수 경주/한승훈)

서울/파라에스트라망우/이형철

서울/마곡본주짓수/한경숙

전주/퍼스트짐만성/김경모

서울/익스트림짐/박수철



세종 필주짓수 김태운

경기/트라이포스/박준우

광주/프라임짐/김도원

서울/와이어주짓수/장인성

경북/킹덤구미산동/김산

대구/벤짐/박재우

경남 창원 / 킹덤주짓수 / 조현준

대전 둔산주짓수클럽 문성준

대구/킹덤주짓수 지산/조성래

대전/비케이주짓수아카데미/최병운

광주/주짓수그라운드/이용갑

청주/파라에스트라/김명회

충북/파라에스트라가경본관/박수환

청주/파라에스트라가경본관/김덕용

충북/파라에스트라가경본관/전용재

서울/회기주짓수/송형근

대구/킹덤주짓수 수성/한진우

경기/건주짓수아카데미/나건

서울/퀸오브주짓수/이희진

대전/갈마주짓수/이윤자

충북/파라에스트라(분평지부)/신태수

제주/제주주짓수노형/임정환

강원 춘천 질리히베이로 유타짐 최석순 

춘천/존프랭클/노우주

대전/인파이터/김기현

대구/킹덤방촌주짓수/이원석

경북/킹덤영남대/김종용

부산/조슈아짐/황문태

강원도/존프랭클춘천/황보민혁

광주광역시/주짓수플래닛/이강민

하남/와이어주짓수/권오빈

경기도 안산 본주짓수선부  이창구

부산/또지코리아재송점/김학민

경남/라스칼/이영준

경남 라스칼짐 변민준

광주/브로스짐/이둘희

경기/팀나인 주짓수/구자윤

대전/팀스턴건/이재원

세종/써밋주짓수/이경민

서울/존프랭클BxG/박진우

서울/파라에스트라서울/김형우

서울/와이어주짓수잠실/최용원

서울/존프랭클비앤지방배/권해경



경남/더원양산주짓수/강동주

경남거제/동아대무예스쿨/국중일

경기/남양주 건주짓수/이형우

천안/칼슨그레이시 신방통정/이강남

광주/첨단멋짐주짓수/류현배

진주/충무주짓수/우재호

강원삼척/삼척 웨이브주짓수/정철수

경기/양주옥정울트라/고영중

경기/비나인임팩트/김영준

경기/양주옥정울트라/임언주

경남진주/탑멀티짐/김상태

송도/송도건주짓수/KIMHYUNKAK 김션

광주/팀크로우즈/김대성

울산/파라에스트라/김용선

서울/존프랭클/이수용

충북/파라에스트라오창/지상원

제주/제주주짓수 신제주점/좌승헌

대구/챌린지짐이시아지부/오진석

대구/챌린지짐 산격지부/이상락

경북 존프랭클 챌린지짐 정진동

경북/존프랭클챌린지짐/이은영

충남/칼슨그레이시/이성동

경기/존프랭클시흥은계주짓수/이재희

서울/퀸오브주짓수/김현우

경기김포/파라에스트라 김포/최순길

서울/존프랭클강남신사아카데미/김병수

광주광역시 스파르탄짐 임병선

경남/더원양산주짓수/박해준

인천/팀루츠리체짐/강희덕

강원/주짓수컴퍼니/김신천

경기/김포RB존프랭클/유동헌

마산/챌린지무예스쿨/김기환

인천/팀루츠제물포/민현기

전남화순/B9주짓수화순/박신욱

충북/파라에스트라용암/김정환

세종/써밋주짓수/최은창

광주/킹콩짐/김신혁

대전/동천백산팀그라운드주짓수/김기영

경북 주짓수박스 김종목

전북/전북대퍼스트짐/문국환

대전/노은주짓수아카데미/김대홍

부산/더원주짓수/이수원

경남/충무주짓수/박태근



경북/주짓수박스/김규화

춘천존프랭클이유란

부산/조슈아짐/이동기

부산/토곡주짓수아카데미/이명철

서울/파라에스트라서울/강두호

경기도/GBK파이트포왓/최승환

부산/동천백산협성/김만복 

부천/주짓수모드/차규호

대전/동천백산대전bjj/이덕재

부산/주짓수랩/노영암

세종시/스마일주짓수/권순관

화성/동탄와이어주짓수/최형석

영암멀티짐GY황건율

경남/그릿5/황혜성

사상/더원주짓수/김원걸

대구/킹덤주짓수 범어지부/김우석

칼슨서산 육현승

전북김제/퍼스트짐/이진영

경기/락스타도르/김성진

청주오창/칼슨그레이시코리아/박준용

부산/또지코리아개금점/최병권

부산해운대/동천백산/정대호

대구/킹덤만촌주짓수/김완석

서울/관악주짓수/박현갑

대구/킹덤주짓수신암/임주영

대전/팀영/이준용

경남 거제 /빅토리짐/손창석 

인천/트러스트주짓수/오영채

충남아산/아산킹덤주짓수mma/이승룡

인천/소미션/소재현

대구/챌린지짐/김지웅

제주/제주주짓수HQ/이성호

부산/동천백산유술회/채인묵

인천/리라짐/조원희

이천/주짓수팜/강한영

양산/더원주짓수/김초휘

 또지코리아.김해주짓수/김영욱 

인천/예거스주짓수/김범준

인천 무주짓수 박종현

진주/mma팩토리/이동진

서울/Yolo짐/박용준

대구/월성JOB주짓수/이종무

광주/전대쎈짐/이정기



전북/퍼스트짐군산/홍석필

강원/웨이브주짓수/조훈

경기/ 존프랭클시흥은계주짓수/위정민

서울/신촌주짓수/정창국

대구/쎈짐대천주짓수/정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