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

참가안내문

Ⅰ. 사업개요

2018년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8년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 (제10기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
○ 일

자 : 2018. 11. 17.(토) ~ 11. 18.(일) [2일]

○ 장

소 : 구미시장애인체육관

○ 모집인원 : 20명 내외 (자격증 소지자 우선 가능)
○ 주

최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주

관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 사업 목적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규정 및 운영 교육
○ 제10회 전국휠체어럭비 선수권대회 참여를 통한 등급심사 지원
○ 휠체어럭비의 획일된 등급분류 규정 교육을 통한 우수한 등급분류사 양성
○ 승급을 통한 체계적인 등급분류사 운영

3. 추진방침
○ 기존의 활동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교육 실시
○ 휠체어럭비 체험 및 경기 실습 위주의 실전 운영
○ 2018년 등급분류사 회원제 운영 실시로 인한 전문성 강화
○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차기년도 국제대회 파견권 부여 (예정)
○ 반드시 해부학등의 기초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교육실시
○ 추후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등급분류사 및 국제등급분류사로 활용 지원

4. 일정표
일자

11.17.(토)

시간

장소

내용

13:00

ㅇ오리엔테이션

13:30

ㅇ휠체어럭비 경기규정

14:30

ㅇ휠체어럭비 등급분류 운영규정

15:30

강의실

ㅇ성희롱 예방교육

16:30

ㅇ휠체어럭비 기능테스트

17:30

ㅇ질의 응답 및 토의

18:30

ㅇ단합 및 등급토의

10:00

ㅇ비디오 분석 및 선수관찰

11:00

ㅇ기능테스트

12:00
11.18.(일)

강의실

ㅇ중식

및
13:00

체육관

ㅇ휠체어럭비 실습

14:00

ㅇ휠체어럭비 실습

15:00

ㅇ수료 및 종료

5. 신청방법

ㅇ 참가비 : 50,000원 / 1인
ㅇ 참가신청마감 : 2018. 11. 15. (목) 14시까지
ㅇ 참가비납부기간 : 공고일 ~ 11. 15.(목) 14시까지
*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강습회 표시하여 신청 요망.
* 강습 시작일 기준으로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비고

Ⅱ. 자격 사항
구분

급수

2018년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

자격 조건

활동범위

Level 4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 세계선수권대회, 패럴림
픽 등급분류 위원장

Level 3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 지역선수권대회
등급분류 위원장

Level 2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 국제대회 패널 인증

Level 1

1. 국내등급분류 소지자

※ 국제대회 트레이니

국제

1.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2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등급
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30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
1급

급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2. 휠체어럭비 관련 대회에서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5회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2급의 조건 포함
※ 위원장 자격 부여
※ 국제대회 우선
참가 지원

3.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국제레벨 2급 이상인 자
1.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3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등급

2급

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20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

※ 3급의 조건 포함

급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2. 인체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 졸업자로 관
련분야 (의사, 치료사, 처방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에 강사 2회 이상 활동 경력

국내

강사 자격
※ 국제교류대회 지원
※ 패널장으로 인정

이 있는 자
4. 1, 2, 3항을 인정 받은 뒤 이론시험 80점 이상 해당되는 자
1.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4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등급
3급

※ 3급의 조건 포함

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5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급

※ 교육 지원 관리

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PCB포함)

※ 국내대회 패널
※ 은퇴선수의 경우

2. 인체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 2항을 인정받은 뒤 이론시험 80점 이상인 자

등급분류사 인정

1. 대한장애인럭비협회에서 주최하는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에서 이론교육 7시간, 실습교육 3시간 이상 수료
4급

후 자격 검정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자
2. 인체 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자
3. 휠체어럭비 경력 3년 이상인 자

#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 선수(PCB)
※ 대회시 등급분류 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