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유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
2019년 국가대표 상시 강화훈련에 참가할 유능한 지도자를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
집 합니다.
1. 훈 련 명: 2019년 국가대표 상시 강화훈련
2. 훈련일시: 2019년 1월 중순 경 ~ 12월 중순 예정(약 200일 예정)
- 협회 사정으로 인해 훈련일시 가 변경 될 수 있음.

3. 훈련장소: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 훈련원 입촌 예정 (추후 설명)
4. 선발인원
1) 감독 1명 / 코치 1~2명 / 트레이너 1명
※대표선수 선발인원에 따라 지도자 선발인원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가 자격요건이 미비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일비(세전): 감독 150,000원 / 코치 120,000원 / 트레이너 100,000원
5. 지원자 제출서류(첨부파일 확인)
1)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경기실적 또는 선수경력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2) 감독_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1부 (필수 제출)
_ 장애인 선수 지도경력 5년 이상 확인서 1부 (필수 제출)
코치_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1부 (필수 제출)
_ 장애인 선수 지도경력 2년 이상 확인서 1부 (필수 제출)
3) 본인 이력서 1부 (필수 제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제출)
6.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 2019년 1월 8일(화) ~ 2019년 1월 15일(화) 까지
2) 접수기간 : 2019년 1월 8일(화) ~ 2019년 1월 15일(화) 17시 까지 접수
※ 접수날짜 및 시간경과 후 접수자는 미접수 처리.
7. 접수방법(이메일 및 팩스)
1) 메일 주소 : bkm0929@naver.com
2) 팩

스 : 032-421-0321

3) 문

의 : 032-429-3362

8.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2019년 1월 17일(목)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장소, 시간 유선 통보.
2) 2차 최종면접 : 2019년 1월 18(금) 용인대학교
3) 최종 합격자 : 2019년 1월 21일 이후 전화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9. 지도자 선발 자격기준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 및 훈련관리 지침 제4장 제16조 근거)
*붙임문서 참조
10. 국가대표 상시 훈련 참가 내용
1) 선발된 지도자는 반드시 합동훈련장에 입소를 원칙으로 함.
2) 상시훈련에 참가한 지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지도자 임.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도자 선발을 취소 함.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