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총 직무연수 개설 과정 및 안내 사항

2020. 파크골프 연수(동계)

연수명
연수 기간

▪ 2021. 1. 11.(월) ~ 1. 15.(금) 30시간

연수 시간

▪ 10:00~17:00 / 1일 6시간 5일간

연수 강사

▪ 양의숙(칠곡중학교 교장, 파크골프 2급생활 자격증 소지) 외 보조강사 2명

교육 과정

‣
‣
‣
‣

파크골프의 역사와 개론
파크골프의 구성
자세와 어드레스
샷 종류, 스윙크기

‣
‣
‣
‣

파크골프 경기 진행 규칙
용구 설명 및 스코어
스윙의 종류
실전 라운딩

‣ 대한파크골프연맹 준지도자 자격증 발급
연수 장소

▪ 강변파크골프장 - 북구 서변동 1506

연수 대상 및 인원 대구 관내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30명
연수 준비물
연수비

편안한 복장, 운동화, 골프장갑, 모자 등(클럽, 볼 무료 대여 가능)
￦65,000원

2020. 골프 연수(동계)

연수명
연수 기간

▪ 2021. 1. 11.(월) ~ 1. 19.(화) 30시간(토․일 휴강)

연수 시간

▪ 09:00~13:00(6일), 15:00(1일) / 1일 4(6)시간 7일간

연수 강사

▪ 서진교(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철수(KPGA 티칭프로) 외 2명

교육 과정

‣ 골프의 이론 및 실습 소개

‣ 중심축으로 인한 공의 방향

‣ 그립 / 어드레스 / 무게 중심

‣ 스윙 원리의 이해 / 하프스윙 / 풀스윙

‣ 올바른 클럽 사용법

‣ 경기 원리 이해

‣ 체중 이동에 따른 비거리 향상
‣ 18홀 라운딩 실습(1일)
연수 장소
연수 대상 및 인원
연수 준비물
연수비

▪ 비즈니스골프클럽(실기) - 달서구 새방로7길 12
▪ 18홀 라운딩 실습 - 장소 미정
대구 관내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25명
골프 장갑, 골프화 또는 운동화, 편안한 복장, 개인 클럽
￦150,000원(※18홀 라운딩 별도)

직무연수 접수 및 개설에 관한 안내 사항
신청서 접수 기한

2020. 12. 4.(금) 17:00까지 신청순 마감
*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 입금계좌

2020. 12. 4.(금) 17:00까지 <농협 708-01-000365 예금주 대구교총>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기한 내 연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수 취소로 간주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연수 개설 여부
및 확정자 공지

대구교총 팩스(655-2610) 접수
※ 팩스 발송 후, 대구교총 사무국으로 필히 확인 요망(T.655-2680 담당자 권현성)
2020. 12. 7.(월) 13:00 홈페이지(www.tfta.or.kr) 공지 탑재
※ 연수 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 시 입금된 연수비는
환불합니다.
* 점심은 개별식(본인 부담)입니다.
* 타 시․도에서 파견오신 교원과 기간제 교원 및 행정직원은 신청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
* 연수 이수 시간이 총 시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 이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

고

* 연수비 환불 규정(휴일 포함)
▪ 연수시작일 기준 7일 전 전액 환불
▪ 연수시작일 기준 5일 전 70% 환불
▪ 연수시작일 기준 3일 전 50% 환불
▪ 연수시작일 기준 당일 취소 및 연수 불참 시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