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BSF 연간 일정 및 협회 운영 안내]
2021.02.10
-1월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협회 연간 일정 및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잘 숙지하
시고 항상 건강하게 즐겁게 페탕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1. '클럽-지부-지역-중앙협회'로 조직 운영
-클럽은 회원 7인 이상
-지부는 3개 이상의 클럽
-21년은 유예기간으로 기존 조직 모두 지부로 부르고 회계도 독립운영
-22년부터는 형식상으로라도 꼭 3개 클럽 이상이어야 지부로 승인함.
-회계는 클럽 단위로 한다(필요에 따라 지부의 결정으로 지부에서 할 수도 있다).
2. ‘서울강남지부’ 구성
-3개 이상의 클럽으로 구성(가칭) : 경기고, 양재숲, 여의도
-이사들도 클럽에 소속해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함.
3. 지도자 자격은 더 신중히 논의하고, 필요시 자격을 강화해 연수를 통해 발급함 -추후 더
논의
4. 심판자격의 경우 보수연수는 22년 1월 실시. 신규 연수 및 발급은 더 논의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자격을 강화해 실시함.
5. 지도자 강습 및 심판연수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만 자격을 부
여하므로 운동이나 대회 등의 실제 활동을 밴드 등으로 공유해야 함.
6. 협회 주최 대회 명칭과 내용은 간소화하여 세계대회 일정과 함께 공지함. 또한 국내 및
해외 등
모든 대회는 중앙협회 등록 회원으로서 클럽에서 꾸준히 활동을 계속한 자만 참
가 가능함.
7. 대회시 유니폼 착용을 권장하고 계절에 따라 필요시 제작할 수 있음.

(사)한국불스포츠협회 2021년 연간 일정
2021.01.30
1.17.(일)

-총회

1.30(토)

-이사회(zoom, 협회조직, 심판자격 및 지도자자격 등)

3.21.(일)

-KBSF 클럽별 정기 신년 페탕크(새 출발 기념) 경기

클럽

-제2회 전국고등학생 페탕크 선수권 대회(경기고, 2인조, 남/여)
(3.27(토), ‘페탕크와 프랑스어 페스티발’-프랑스문화원 공동 주최
⇨ 코로나19로 취소)
4.25.(일)

-2021 KBSF 전반기 랭킹전 대회 : 개인부문(남성/여성부)

kbsf

5.9.(일)

-제2회 서초구불스포츠협회장배 페탕크대회(KBSF 회원 초청)

서초

5.23.(일)

-제3회 KBSF회장기 페탕크 대회 : 2인조( 남성/여성부)

kbsf

7.15(목)~18(일)

-World Championships: Triples Men, 스위스 로잔(+총회)
-세계직장인올림픽: 페탕크대회, 이탈리아 밀라노

7월~8월
-태국초청 세계 페탕크대회
9.12.(일)

-2021 KBSF 후반기 랭킹전 대회 : 개인부문(남성/여성부)

kbsf

9.25.(토)

-서리풀 페스티발 페탕크 부스 운영

10.16.(토)

-제3회 KBSF 친선 페탕크 대회 : 3인조(혼성)
+ 제1회 프랑스대사배 KBSF 초청 페탕크 대회
*축제형식, 비회원 포함, 보급 및 홍보 중심
*후원이 없을 경우 ‘친선 대회’로 실시, 보급/홍보 중심

kbsf

10.24.(토)

-제4회 전국고등학생 페탕크의 날(3인조, 남/여, +프랑스문화원)

kbsf

10.30.(토)
11.1.(일)

-제2회 서초구불스포츠협회 초청 친선 페탕크대회
*상황에 따라 KBSF 협회 클럽 홈커밍 데이와 통합 운영
*또는 가능한 것 하나만 실시
-World Championships: Triples Juniors & Women, 태국
아유타야

11~12월
-ABSC Asian Championships: Men & Women
(2022년 베냉 World Championships: Triples Men 예선)
22.1.17.(일)

-2022년도 총회 개최

KBSF
#공지사항

서초
+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