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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딩안전지도자

K-AACCA COACH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2급)

PRIME COACH 2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1급)

PRIME COACH 1

관련규정
국민체육진흥법

2015 국가공인자격증 변경시행/ 치어리딩 종목 공인자격증 대비.

응시자격
1.고졸 이상 누구나  
(고등학교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
2,선수 및 관련학과 전공자 환영.

1.고졸 이상 또는 졸업예정자(당해 연도)
 - 고등학교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

1.프라임 2급 코치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2.2급 취득 후 작품세미나(워크샵) 2회 이상 
3.국가대표선수경력 2년 이상 
4.전국대회 선수경력 3년 이상
5.프로치어리더경력 3년 이상 
6,학교 및 기타 치어리딩클럽 지도경력 2년 이상
※ 필히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검정종목 1.필기 : 이론시험
     테스트북 보고 답지 작성 제출

1.실기 개인 : 모션 시험
2.실기 단체 : 연수 후 실기 작품 시험

1.실기 개인 : 구술 시험(코칭법)
2.실기 단체 : 연수 후 실기 작품 창작 시험

합격규정
1.필기 : 개인 및 단체 70점 이상
2.실기 : 실습 참가 태도 점수 70점 이상

1.출석 : 70 % 이상
2.실기 : 개인 및 단체 70점 이상
*실기점수 : 모션의 이해도 및 동작의 정확성
  지도자로서의 표정 및 목소리
  작품의 이해도

1.출석 : 70 % 이상
2.실기 : 개인 및 단체 70점 이상
*실기점수 : 코칭기술설명(이해도)
  작품 창작( 동작의 정확성
  지도자로서의 표정 및 목소리)

신청서
접수

1.강습회 공지 후 신청서 각 지부에 제출
2.각 지부에서 중앙협회로 제출

-30일 전 홈피 팝업 공지 및 SNS
-15일 전 지부에서 인원파악완료
-10일 전 전체파악

1.강습회 공지 후 신청서 각 지부에 제출
2.각 지부에서 중앙협회로 제출

-50일 전 홈피 팝업 공지 및 SNS
-15일 전 지부에서 인원파악완료
-12일 전 전체파악

1.강습회 공지 후 신청서 각 지부에 제출
2.각 지부에서 중앙협회로 제출

-50일 전 홈피 팝업 공지 및 SNS
-15일 전 지부에서 인원파악완료
-12일 전 전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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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딩안전지도자

K-AACCA COACH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2급)

PRIME COACH Ⅱ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1급)

PRIME COACH Ⅰ

교육시간 6시간(이론2시간, 실기4시간)+검증 및 수료 1시간 총 21시간(교육 19시간 + 검정&수료 2시간) 총 38시간 (교육36시간 + 검정 & 수료 2시간)

교육비 신규자격15만원/ 클럽학생 2만원/ 재교육5만원 교육비 30만원
(프라임지도자 유니폼 세트 38만원 별도)

교육비 60만원
(프라임지도자 유니폼 세트 38만원 별도)

검정료 7만원(자격검정비 + ACCA 라이센스비 포함) 8만원(지도자티셔츠, 교재비,자격증 발급비 포함) 8만원(지도자티셔츠,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포함)

제출서류 1.신청서(사진첨부, 추천자란 기록)  
2.지도자회원 가입서 (가입비 당해연도 면제)

1. 신청서(사진첨부, 추천자란 기록)
2, 지도자회원 가입서 
   -가입비 당해연도 면제, 
   -주활동 지역1개 또는 2개 지역 표기

1. 신청서(사진첨부, 추천자란 기록)
2, 지도자회원 가입서 
   -가입비 당해연도 면제,
3, 경력증명서( 해당자, 각 지부에서 발급) 

강사진 바시티 위탁 교육 (UCA 전문강사) KCA 앨리트 전문강사 & UDA, UCA 전문강사  KCA 앨리트 전문강사 & UDA, UCA 전문강사
증명서 수료증, 자격증카드발급    수료증, 자격증카드발급 수료증, 자격증카드발급 

보수규정

1.자격 취득 후 당해 1년간 자격인증
2.취득 후 매 익년 보수교육을 수료해서 변경된  
  안전규정을 숙지해야 당해 1년간 활동가능.
3.보수 교육은 안전지도자강습회와 동시 실시

1.코치 자격 취득 후 2년간 자격 유효함.
2.자격 취득 후 익년 지도자회비 납부해야 회원  
  혜택 유지됨.
3.취득연도 동일 자격증과정 무료수강 가능.
4,연5회 월 정기 작품세미나 또는 대회출전 또는  
  대회출전 지도경력 인정으로 유지됨.
5, 기타 보수교육참여(코치컨퍼런스, 캠프 인정 ) 

1.코치 자격 취득 후 2년간 자격 유효함.
2.자격 취득 후 익년 지도자회비 납부해야 회원  
  혜택 유지됨.
3.취득연도 동일 자격증과정 무료수강 가능.
4,연5회 월 정기작품세미나  또는 대회출전 또는  
  대회출전 지도경력 인정으로 유지됨.
5, 기타 보수교육참여(코치컨퍼런스, 캠프 인정 )

보수교육
수료규정

1. 자  격 :  안전교육자격증 취득자, 수료자
2. 필  기 : 면제
3. 실  기 및 이론 수업 참여
4. 교육비 : 5만원

1. 자격 : 프라임 코치2급 자격증 취득자
2. 필기 : 면제
3. 자격유지 : 월 정기작품세미나 또는 동일과정
   대회출전 또는 대회출전팀 지도 포함 총 5회.
4. 교육비 : 해당년도 동일과정 무료, 
           월작품세미나 3만원
           (캠프 컨퍼런스별도)

1, 자격 : 프라임 코치1급 자격증 취득자
2. 필기 : 면제
3. 자격유지 : 월 정기작품세미나 또는 동일과정
   대회출전 또는 대회출전팀 지도 포함 총 5회.
4. 교육비 : 해당년도 동일과정 무료, 
           월작품세미나 3만원
           (캠프 컨퍼런스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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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딩안전지도자

K-AACCA COACH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2급)

PRIME COACH Ⅱ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1급)

PRIME COACH Ⅰ

지 도

- 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유초중고 일반 대상
- 치어리딩지도자 및 지도교사의 안전지도

-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유초중고 일반 대상
  생활체육기초 레벨 ( 1~2)
 

-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유초중고 일반 대상
  생활체육기초 레벨 ( 3~4)

-치어리딩 개요 및 안전요소
-스파팅과  치어리딩 안전 및 운동수행 준비성
-치어리딩 기술시리즈
-당해년도 변경 규정안내
-평가

- 기본 모션 
- 치어 &챈트 2개
- 워밍업 작품2개, 게임 3~4개, 
- 댄스 컴비네이션 작품 2개
- 스턴트 기초 이해 
 (사이스탠드와 L, 리버티 응용, 숄더 싯트 응용) 
- 턱 점프, 스프레이드 이글
- 립(사이드, 그랑 프론트)&턴 (삐루엣1바퀴)
- 기초 피라미드 응용 3개

- 전문용어 교육 
- 사이드라인 치어 2가지,
- 워밍업 작품2개, 게임 3~4개, 
- 댄스 컴비네이션 작품 3개
   (하이킥, 드릴 , 팜)
- 스턴트 중급 이해
 (숄더 스탠드, 앨리베이터, 헨즈, 체어 응용) 
- 토터치, 파이크, 스프레이드 이글 
- 덤블링( 옆돌기)
-립2개(사이드, 그랑 프론트)&턴 (삐루엣2바퀴)
- 피라미드 응용 3개

● 대회 참가인원시 반드시 코치의 자격을 명시해야 하며 코치의 자격급수에 맞는 
DIVISION 에 출전하도록  2015년부터 대회 규정을 변경하여 경기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