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구분 교 육 명 사전교육(온라인) 필수사항

KFA D 강습회

AFC GK LV1

AFC 풋살 LV1

컨디셔닝 AFC 피트니스 추후 개발 예정

자격구분 자 격 증 비 고

AFC P 자격증 2017년까지 프로팀 감독 P급자격 의무

AFC A 자격증

AFC B 자격증

AFC C 자격증

KFA D 자격증

AFC GK LV3 자격증

AFC GK LV2 자격증

AFC GK LV1 자격증

AFC 풋살 LV2 자격증

AFC 풋살 LV1 자격증

실기 이론 논문 경기규칙

AFC P 강습회 3주x3차

AFC A 강습회 2주x2차 70%(3회) 60%(2회) 60%(1회) -

AFC B 강습회 3주 70%(3회) 60%(2회) 60%(1회) -

AFC C 강습회 2주 70%(3회) 60%(2회) - 60%(1회)

KFA D 강습회 5일 별도공지 별도공지 - -

AFC GK LV3 2주(11일) 70%(2회) 60%(1회) 60%(1회) -

AFC GK LV2 9일 70%(2회) 60%(1회) 60%(1회) -

AFC GK LV1 6일 70%(2회) 60%(1회) - -

AFC 풋살 LV2 7일 70%(2회) 60%(2회) 60%(1회) -

AFC 풋살 LV1 6일 70%(1회) 60%(1회) - 60%(1회)

AFC/KFA 지도자 강습회 신청 자격 조건

필드

 GK

풋살

AFC/KFA 지도자 자격 등급별 지도대상

AFC A 강습회
B급 취득 이후 초중고리그 참가팀에 등록된 지도자로서 지도경력 2년 이상인자

AFC B 강습회

A급 지도자 중 각급 대표팀 지도자 및 전임강사/지도자

필드

AFC P 강습회

 GK

AFC GK LV3

AFC GK LV2

AFC C 강습회
만 20세
이상

풋살
AFC 풋살 LV2

풋살 LV1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자

(강사추천) 풋살 LV1 취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만21세 이상

D급 취득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

고등학교 포함 최소 5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자

B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집합교육 신청 자격 조건

A급 지도자 중 고등학교 이상 등록팀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자

사전교육(온라인) 심화 과정을 이수한자
(강사추천) B급 취득 이후 초중고리그 참가팀에 등록된 지도자로서 지도경력 1년 이상인자

C급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자

(강사추천) C급 취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사전교육(온라인) 기본 과정을 이수한자

만 19세 이상 ('18기준, 1999년 이후 출생자 중 생년월일이 지난 자)

GK LV2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자

(강사추천) GK LV2 취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GK LV1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자

(강사추천) GK LV1 취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C급 취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협회 등록팀에서 7년 동안 선수로 활동한 자 

만18세 이하 풋살팀
(2017년부터 규정 적용)

 GK

풋살

교육구분 교 육 명 교육 기간
교육별 합격기준

필드

AFC/KFA 지도자 자격 등급별 교육 기간 및 합격기준

비 고

* 합격기준
  - 표에 따른 모든 이론 시험 통과자.
  - 표에 따른 2회 이상의 실기 시험 통과
자.

* 강사추천
  - 강습회별 성적 상위 20% 이내로 추천 가
능.

AFC P급 교육 과정 기준에 준함

등급별 지도 대상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중,고교 및 만18세 이하 청소년 클럽팀

초등학교 및 만12세 이하 유소년 클럽팀

만8세 이하 유소년 팀 및 동호인 축구팀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중,고교 및 만18세 이하 청소년 클럽팀

초등학교 및 만12세 이하 유소년 클럽팀

내 모든 풋살팀 및 각급 연령별 풋살 대표팀
(2017년부터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