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활쏘기 강좌 회원 안내
1. 강좌 시작 안내
- 입문활쏘기 강좌는 2개월(평일/주말)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수료 될 예정입니다.
- 강좌는 매주 교육 계획 파운드를 습사하며 개인 자세 및 기본기에 충실 하겠습니다.
- 2개월 수료 후 본인에게 맞는 파운드 활을 구매해 자유 입장 하시어 개인습사 또는 동호회
가입 후 동호인들과 자유로이 습사하셔도 됩니다.

2. 안전사고 관련 유의사항
- 수료 후 습사 시 수업 중 익히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말씀드립니다.
- 개인 습사 시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동호인과 함께 습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활사고
시위를 제대로 얹지 않고 발시, 활이 뒤집혀지면서 발시, 활이 부러지면서 발시
▢ 화살사고
화살 파손된 상태로 발시, 화살이 낙전되면서 발시, 화살이 몰촉된 상태에서 발시
▢ 자세불량
팔뚝을 맞는 경우, 빰을 맞는 경우
▢ 주의사항
- 화살을 끼운 상태에서 활을 당기지 않는다.(사대에서 쏠 때를 제외)
- 활은 빈활이라도 사람쪽으로 당기지 않으며 시위를 당긴 상태에서 각지를 떼지 않는다.
- 과녁을 조준할 때, 너무 높게 조준하여 화살이 천정을 때리거나, 과녁을 지나 보호벽을 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 활의 세기에 맞게 정확히 조준하도록 한다.

3. 활 대여 안내
-

예약제 활 대여를 통해 개인 연습 또는 본인 활 구매 후 연습 / 단, 예약제 활 대여 연습 시
동호인들과 일정을 맞춰 함께 습사 연습이 가능하며 화살은 개인지참(안전사고 예방)
※ 활 대여가 가능한 시간 및 동호인과 일정 조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연습전날 대여 신청)
↳ 강좌 종료 후 동호회 홍보시간이 있습니다.

『국궁장(천마정)』

활 대여 안내 및 안전사고 유의사항
Ⅰ. 대

상 : 궁도 강좌 수료 회원
↳ 개인이 별도 1일 입장 시 대여는 불가합니다.

Ⅱ. 대여시간 : 1일 2시간 / 궁도 강좌 강습 중에는 대여 불가
Ⅲ. 대여내용
① 궁도 강좌 수료 후 활 파운드를 올리는 등 연습이 필요한 회원
② 활 대여는 가능하나 화살은 개인 지참 후 이용가능
③ 천마정 궁도회 회원과 함께 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④ 대여 당일 휴관, 활 정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
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① 이용 희망 전날 천마정 사무실로 전화 예약(031-560-1315)
② 안전을 위해 동호회인과 함께 습사가 가능하며 동반습사가 어려울
경우 대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Ⅴ. 유의사항
① 본인에게 맞는 파운드를 설정 후 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첨부된 안전사고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습사 당일 본인의 컨디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시며 습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