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H 하키 아카데미 High Performance 지도자 강습회>
1. 강습회 개요
-

기간: 2018.06.20 - 26

-

장소: 네덜란드 브레다 (Breda)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서 직접 작성 (마감일: 2018.04.29)
URL: https://fihockey.wufoo.eu/forms/hp-coaching-course-application-form/

본 강습회 참가는 지도자가 FIH 지도자로서 승인을 얻기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FIH 파
이널 코스(FIH Final Course)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지원: 지원서는 각 국가 협회, 대륙 연맹 또는 FIH가 지명한 지도자로부터 받습니다.
각 협회는 최대 2명의 지도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지원이 있을
경우 협회는 우선 순위 제출 요청을 받을 것 입니다. FIH는 만약 지원이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유감스럽게도 수용되지 않았다 것을 지원자에게 알릴 것 입니다.
3. 지식 & 자격 (Knowledge & Qualification): 지원자는 반드시 FIH 하키 아카데미 지
도자 레벨3 또는 국가 협회가 수여한 동등한 자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내용 (모든 모듈)및 최소 학습 시간 필요) 또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하키
CV (이력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경험: 하이 퍼포먼스 강습회는 High-level 성인 하키 선수 지도를 위한 것 이고, Highlevel의 국가 및 국제 대회를 위한 팀 준비를 위한 것 입니다. 이상적으로 지원자는
연령별(age group) 국가대표나 성인 국가 대표의 헤드코치가 될 것 입니다. 지난 10
년 동안 최소 5년의 국제 퍼포먼스 수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초
급 단계(lower level) 지도자의 멘토링이나 발전을 담당하던 지도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제 클럽(international club) 지도 경험은 고려대상이 될 것 입니다.
5. 선발과정: 본 강습회 참가 지원자는 FIH 하이 퍼포먼스 & 코칭 패널에 의해 선발됩
니다. 패널은 가장 경험이 뛰어나고, 자격이 있는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6. 선발된 지원자의 요구(기대)사항
-

강습회 사전 연구: 선발된 지원자는 아카데미 온라인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전 과

제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합의된 코칭 주제에 대한 서면 보고서(written paper)제출
을 포함하며,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강습회 실습 시간에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
다. 세부사항과 과제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자가
강습회 참가가 승인된 후 발송될 것 입니다.
-

결과: 강습회에 참가한 지도자는 추후 FIH 파이널 코칭 코스 참가 추천서를 받기
위해 평가를 받을 것 입니다. 강습회에서 뛰어난 평가(excelled)를 받으면, 즉시
FIH 파이널 코칭 코스에 초대 받는 기회가 부여될 것 입니다. FIH 파이널 코칭 코
스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FIH 지도자와 FIH 시니어 코치와 같은 레벨 수여를 위해
평가 받을 것 입니다.

7. 언어: 지원자는 B2 수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코스 레이아웃: 강습회는 6/20 18시에 시작되고, 26일 저녁에 종료될 것 입니다. 강습
회 전에, 각 참가자는 FIH 트레이너와 합의 된 논문(research article)을 쓸 것이며, 강
습회에서 발표할 것 입니다. 지원자는 또한 강습회 동안 하키 경기장에서 실습을 진
행할 것 입니다.
9. 참가비: 참가지는 지원자당 890EUR이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6/20-27 7박 숙박비 (20일 체크인, 27일 체크아웃)

-

6/21 – 26 중식, 석식

-

강습회 자료 및 문서

-

남자 하키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입장료

-

호텔, 강습회 장소, 남자 하키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간 자전거 교통편(bike
transport)

-

강습회 동안 간식

-

강습회 기간 동안 Coach logic Video platform 접근 권한
※ 강습회 후 접근 권한을 위해선 지원자가 반드시 맴버십 하나를 구독해야 함

10. 추가숙박: 추가 숙박이 필요로 하는 참가자를 위한 예약은 가능하며, 예약과 비용 지
불은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1. 네덜란드와 브레다(Breda)로의 이동
-

암스테르담 스히폴(Amsterdam Schiphol)을 도착 공항으로 추천합니다.

-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브레다로 가는 직행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암스테
르담과 브레다간의 기체 스케줄은 다음 온라인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ns.nl/en/journeyplanner/#/)

-

네덜란드 입국에 필요한 바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
대사관이나 본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 https://fihockey.wufoo.eu/forms/hp-coaching-course-application-form/
(마감일: 2018.04.29)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hockeyacademy@fih.ch or +41 21 641 0640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