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기

휠체어럭비 심판강습회

참가안내문

(기록심판2급)

Ⅰ. 사업개요

제31기 휠체어럭비 심판강습회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31기 휠체어럭비 심판 강습회
○ 일

시 : 2018. 10. 6.(토) ~ 10. 7.(일) [2일]

○ 장

소 : 나사렛대학교 강의실 및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내외
○ 주

최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주

관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 사업 목적
○ 휠체어럭비 규정 및 신규 심판 양성 교육
○ 2018년 휠체어럭비 관련 행사 기록심 및 심판으로 배정 운영 지원
○ 휠체어럭비의 획일 된 규정 교육을 통한 심판 및 기록심판 양성
○ 지역 휠체어럭비 심판, 기록심 등의 인프라 구축

3. 추진방침
○ 공개 모집을 통한 다양한 인력의 교육 및 대회 배치 운영 지원
○ 휠체어럭비 체험 및 경기 실습 위주의 실전 운영
○ 2018년 심판 회원제 운영 실시로 인한 전문성 강화
○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대회에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
○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교육 지원
○ 추후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지역 휠체어럭비팀과의 연계방안 모색

4. 일정표
일자

1일차

시간

장소

13:00

강의실

내용
협회 소개 및 인사

13:10

휠체어럭비 기본 운영 교육

13:30

휠체어럭비 경기 기본 규정

14:30

휠체어럭비 경기 중 바이얼레이션

15:30

휠체어럭비 경기 중 파울

16:30

휠체어럭비 시그널 및 기술 이론 교육

17:30

기록지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8:00

질의 응답

18:00

이론시험

9:00

체육관

비고

시그널 및 기본 규정 실습

10:30

체력테스트

11:00

중식 및 휴식

12:00

휠체어럭비 경기실습

13:00

휠체어럭비 심판 및 기록 실습

14:00

휠체어럭비 심판 실습

2일차

5. 신청방법
ㅇ 참가비 : 50,000원 / 1인
ㅇ 참가신청마감 : 2018. 10. 4. (목) 15시까지
ㅇ 참가비납부기간 : 2018. 10. 1. (월) ~ 10. 4.(목) 15시까지
*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강습회 표시하여 신청 요망 (ex. 31기홍길동)
* 강습 시작일 기준으로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70% 이상
운동복, 운동화
휘슬 지참

Ⅱ. 자격 사항
급수
International
Referee

제31기 휠체어럭비 심판강습회

자격 조건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Zonal
International

· 세계선수권대회 및 패럴림
픽 참가
· 지역대회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 IWRF에서 승인한 대회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Referee
Rookie

활동 범위

1. 위원회에서 추천 자중 국제연맹에서 자격이 되는 자
1. 휠체어럭비 국제심판 Zonal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심판 1급

2. 심판 2급 자격 소지자 중 3년 이상 20경기 이상을 참가 · 각종 대회 심판 활동
· 국제심판 응시 자격 부여
하여 이론시험 80% 이상과 체력테스트 통과한 자.
3. 심판 2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내 5회 이상의 심판 강습 · 심판 강사 교육
회 경력이 있는 자.
1. 기록심판 2급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10경기 이상을 참
가차여 보수 교육 후 이론시험 80%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

심판 2급

2. 기록심판 1급 소지자로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론
시험 80%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

· 각종 대회 심판 활동
· 국제 심판 응시 자격 부여
· 기록 심판교육 강사 자격
부여

3. 기타 유사 심판 자격 소지자로 심판위원장의 추천을 얻어
이론시험 80%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

기록심판
1급

기록심판
2급

공통사항

1. 기록심판 2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10경기 이상을 참 · 대회 기록심판 관리의 역솰
가하여 보수교육 후 이론시험 80% 이상을 득한자.

수행

1. 장애인럭비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심판 강습회를 참가
하여 10시간 이상 교육 후 이론시험 70% 이상을 득한 · 각종 대회 기록심 활동
자.
체력테스트 통과자 (Beep test 혹은 셔틀런)
60회 ~ 70회 이상

# 본 협회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