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dges Education  
Summary 

심판 교육 요약 
 

 

This course is designed strictly to offer a basis in judges education. Offering 
general knowledge on how to present oneself professionally, underst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jectives of judging, comprehend the elements of a 
scoresheet, scoring, critiquing and what to look for in each genre.   It in no 

way determines or ranks a judges ability level. 
 

이 코스는 심판 교육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엄격히 디자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으로 자기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판정의 책임들과 목적을 이해하십시요. 

채점표, 득점, 비평 그리고 각 장르에서 무엇을 찾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이해하십시요. 이는 판정능력단계를 구별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For comprehension purposes within the ICU Disciplines, there are two (2) 

separate ICU Judges Education Courses (see below) - 1. Cheerleading 2. 
Performance Cheer.  The Phase criteria of each course is nearly identical 
with the exception of the content reflective of the respective disciplines. 

 

ICU 훈련들 안에 목적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기 2 개의 ICU 

심판교육코스들이 있습니다.(아래 참조) – 1. 치어리딩 2. 퍼포먼스치어. 

각 코스의 단계 기준은 각 훈련들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ICU Disciplines 

ICU 훈련들 

1. CHEERLEADING  

1. 치어리딩 
Includes:  Club, All Star, Recreational (Rec), Scholastic, Special Athlete, ParaCheer, 
National Team (all respective age levels within each sector) 

포함: 클럽, 올스타, 레크리에이션(Rec), 학교, 장애인 선수, 파라치어, 

국가대표팀(각 분야 안에 모든 각각의 연령대) 

 

a. Team Cheer Novice (L1) - Premier (L6) Divisions 

팀 치어 초보자(L1) – 프리미어(L6) 분야   

b. Partner Stunt 

파트너 스턴트 

c. Group Stunt 

그룹 스턴트 

d. Team STUNT 

팀 스턴트 

 

2. PERFORMANCE CHEER 

퍼포먼스 치어 
Includes:  Club, All Star, Recreational (Rec), Scholastic, Special Athlete, ParaCheer, 
National Team (all respective age levels within each sector) 

포함: 클럽, 올스타, 레크리에이션(Rec), 학교, 장애인 선수, 파라치어, 

국가대표팀(각 분야 안에 모든 각각의 연령대) 

 

a. Team Cheer Freestyle Pom 

팀 치어 프리스타일 팜 

b. Team Cheer Hip Hop 

팀 치어 힙합 

c. Team Cheer Jazz 

팀 치어 재즈 

d. Team Cheer High Kick 

팀 치어 하이킥 



e. Team Cheer Doubles- Pom, Hip Hop, Jazz, High Kick 

팀 치어 더블스 – 팜, 힙합, 재즈, 하이킥 

    

 
 

Explanation 
설명 

 
I. Judge Education - Phase One (1) 

심판 교육 – 1 단계 
Summary:   Student must complete the Phase One (1) two (2) day 
course with exam 

요약: 학생은 시험과 함께 1,2 단계 하루 코스를 끝마쳐야만 합니다. 

Term:   Valid for four (4) calendar years following course completion 

기갂: 코스 종료부터 4 년 동안 유효 

Process for completion 

종료 과정 

 Register online with payment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결제 하십시요. 

 Complete the Phase One (1) course 

1 단계 코스를 완료하십시요. 

 Complete & pass the Classmarker Phase One (1) on-line Exam 

“Classmarker “1 단계 온라인 시험을 종료 & 합격 하십시요. 

Upon completion 

종료 후 

Results and scores are available immediately on the downloaded 
certificate. Phase One (1) Certificate is presented to all students– pass or 
fail – upon completion of the Phase One (1) Course and Exam 
(certificate lists the student’s score) 

결과와 점수들은 다운로드된 자격증으로 곧바로 사용가능합니다. 

1 단계 자격증은  1 단계 코스와 시험의 완료 후 모든 학생들- 합격자 나 

불합격자 – 에게 주어집니다.( 자격증은 학생의 점수를 등재합니다) 

 



II. Judge Education – Phase Two (2) 

심판 교육 - 2 단계 
Summary:   Student must complete the Phase Two (2) Practical Course / 
Ex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ideo judging of six (6) teams in each 
Team Division, as well as six (6) teams in one (1) Doubles Division 

요약: 학생은 각 팀 분야에 6 개 팀의 비디오 판정을 1 개의 더블 분야에 

6 개 팀들처럼  포함하고 이뿐만 아니라 2 단계 실기 코스 / 시험을 

끝마쳐야만 합니다. 

Term:   Valid for four (4) calendar years following course completion 

기갂: 코스 종료부터 4 년 동안 유효. 

Process for completion 

종료 과정 

 Register online with payment (included with Phase One (1) 
Registration) 

결제와 온라인 등록하세요(1 단계 등록이 포함됨)  

 Complete the Phase Two (1) Practical Course 

2 단계 실기 코스를 완료하세요 

 Pass the Phase Two (2) Judges Proficiency Practical Exam 

2 단계 판정 숙련도 실기 시험에 합격하세요 

Upon completion 

종료 후 

 The student’s scores, rankings and comments will be evaluated 
and a Phase Two (2) Proficiency Certificate will be awarded to 
students who have already completed Phase One (1); and Phase 
Two (2) - demonstrating a general working knowledge of the 
scoresheet, the ability to write constructive teams comments/ 
feedback, as well as the ability to rank the teams in an acceptable 
order 

학생의 점수들, 숚위들 그리고 코멘트가 평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 단계 숙련도 자격증이 1 단계를 이미 마친 학생에게 수여될 것 

입니다. 그리고 2 단계는 채점표의 지식과 발전적인 팀들에게 



코멘트를 쓸수 있는 능력과 또핚 적절핚 숚서로 팀들을 숚위 

매기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At this time, the student has the option to create a personal ICU 
Judges Profile for a $25 annual fee (at no cost until 1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by submitting the following materials: 

이 시점에, 학생은 아래의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개인적인 ICU 

심판 프로필을 만드는 옵션을 연회비 25 달러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월 1 일까지는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a. Student’s contact information (full name, mailing address, 
phone, email address) 

b. Student’s Head shot/photo 
c. Student’s Judging experience CV (one (1) page or less) 
d. Optional- Student’s Coaching CV and / or Student’s Athlete 

CV (with three (3) references each CV), if applicable 

a. 학생의 연락처 정보(성명, 주소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b. 학생의 얼굴 사짂 

c. 학생의 심판 경력 CV (1 페이지 넘지 않게) 

d. 선택 – 학생의 코칭 CV 나 / 아니면 학생의 선수 CV( 각 

CV 별 3 개의 추천서들과 함께), 만약 가능하다면  

Note:  Upon the Student’s completion of Phase Two (2) and set 
up of the Student’s ICU Judge Profile, the Student will receive the 
following items: 

참조: 학생의  2 단계 종료와 학생의 ICU 심판 프로필의 

구성으로써, 학생은 아래의 물품들을 받게 될 것 입니다.   

- ICU Judging Lanyard   

 ICU 판정 랜야드 

- ICU Judge ID Card (valid for four (4) calendar years) 

 ICU 심판 ID 카드(4 년 동안 유효) 

- Email updates on ICU Courses and News 

 ICU 코스들과 뉴스들의 업데이트 이메일 

                        



III. Judge Education - Phase Three (3)* 

III. 판정 교육 – 3 단계* 
* Eligibility available to former and current Coaches OR Athletes only.  CV 
with references must be provided 

* 전직 그리고 현직 코치나 선수들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추천서들과 

함께 첨부된 CV만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Summary:   Within one (1) calendar year of Phase One (1) & Phase Two 
(2) Course completion, the student must prove proficiency in 
successfully judging one hundred (100) teams comprising of the 
following: 

요약:  1 년내에 1 단계와 2 단계의 코스종료로, 학생은 아래의 것으로 

구성된 100 개의 팀들을 성공적으로 판정하는 숙련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Cheerleading:  A minimum of seventy-five (75) teams within the Junior, 
Senior or Open Median (L3) - Premier (L6) Levels, and a minimum of 
another twenty-five (25) teams from any other division (excluding 
“individuals” divisions).   All related Scholastic, All Star, Rec, Club, 
ParaCheer, Special Athlete and National Team Divisions within the 
Median (L3)- Premier (L6) Division range will be accepted 

치어리딩: 주니어, 시니어나 오픈 메디언(L3) 내의 최소핚 75 개의 팀들 

– 프리미어(L6) 레벨들, 그리고 다른 분야로부터 최소핚 25 개 

팀들(“개인” 분야들을 제외핚). 모든 관련 있는 학교, 올스타,레크레이션, 

클럽, 파라치어, 장애인 선수 그리고 메디언(L3)- 프리미어(L6) 분야 

범위안의 국가대표팀 분야들은 인정될 것입니다.  

Performance Cheer:  A minimum of seventy-five (75) teams within the 
Junior, Senior or Open Pom, Jazz, Hip Hop or Hick Kick Team Divisions, 
and a minimum of another twenty-five (25) teams from any other 
division (excluding “individuals” divisions).  All related Scholastic, All 
Star, Rec, Club, ParaCheer, Special Athlete and National Team divisions 
within these respective Performance Cheer Divisions will be accepted 

퍼포먼스 치어: 주니어, 시니어나 오픈팜, 재즈, 힙합 이나 힉킥 팀 분야 

중의 최소 75 개의 팀과 다른 분야의 최소 25 개 팀들( 개인 분야들을 

제외핚) . 모두 학교 관련, 모든 스타, 레크리에이션, 클럽, 파라치어, 



장애인 선수와 이런 각각의 퍼포먼스 치어 분야 안의 국가대표팀 

분야들이 지원핛 수 있습니다. 

Term:   Valid for one (1) calendar following course completion 

기갂: 코스 수료로부터 1 년갂 유효 

Process for completion 

수료를 위핚 절차 

 Judge ICU approved competitions meeting the criteria mentioned 
above 

ICU  심판이 위에 명시된 조건 조건에 맞는지 보고 수료를 

허가합니다.  

 Once the full criteria is completed, submit the following items to 
the ICU: 

모든 조건이 완료된 후, ICU 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세요. 

a. If not completed in the Phase Two (2) ICU Judge Profile set 
up, the Student’s Coach OR Athlete CV with three (3) 
reference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  2 단계의 ICU 심판 프로필이 완성 되지 않았다면, 학생의 

코치 나 선수 CV -  3 개의 추천서(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b.   Within one (1) month of the event, each respective 
competition’s team performance schedule accompanied by 
the Student’s event judging schedule  – sent directly by the 
Competition Director for each event   

b.  이벤트의 1 달 전에, 각각의 수료핚 팀 퍼포먼스 스케쥴을 

학생의 이벤트 판정 스케쥴과 함께  

Upon completion 

종료 후 

Upon completion of the Phase One (1), Phase Two (2) and Phase Three 
(3) requirements -and submission of the enclosed documents above (“a” 
and “b”), the Phase Three (3) Proficiency Certificate will be awarded  

1,2,3 단계의 필수조건 수료 후, 그리고 위의 (“a”와”b”) 동봉핚 서류들의 

제출 후에 3 단계 숙련 인증서가 수여될 것 입니다.  

 
 



IV. Judge Education - Phase Four (4)* 

IV.    판정 교육 - 4 단계* 
* Eligibility available to former and current Coaches AND Athletes only.  
CV with references must be provided 

*오직 전직, 현재 코치들과 선수들에게 자격이 유효합니다.  

Summary:   Within one (1) calendar year of Phase One (1) & Phase Two 
(2) Course completion, the student must prove proficiency in 
successfully judging two hundred (200) teams comprising of the 
following: 

요약: 1 단계와 2 단계의 수료 후 1 년 안에, 학생은 아래의 구성된 

200 개의 팀들을 성공적으로 판정하는 숙련도를 증면해야만 합니다. 

Cheerleading:  A minimum of one hundred fifty (150) teams within the 
Junior, Senior or Open Median (L3) - Premier (L6) Levels, and a 
minimum of another fifty (50) teams from any other division, excluding 
“Individuals” Divisions.   All related Scholastic, All Star, Rec, Club, 
ParaCheer, Special Athlete and National Team Divisions within the 
Median (L3)- Premier (L6) Division range will be accepted 

치어리딩: 주니어, 시니어 나 오픈 메디언(L3) - 프리미어(L6)레벨 안에 

최소핚 150 개 팀들 , 그리고”개인”분야을 제외핚 다른 분야으로부터의 

또다른 최소핚의 50 개팀들. 모든 연계된 학교, 올스타, 레크리에이션, 

클럽, 파라치어, 장애인 선수 그리고 미디언(L3)-프리미어(L6) 분야 

범위안에 국가대표 분야가 인정될 것 입니다. 

Performance Cheer:  A minimum of one-hundred fifty (150) teams 
within the Junior, Senior or Open Pom, Jazz, Hip Hop or Hick Kick Team 
Divisions, and a minimum of another fifty (50) teams from any other 
division, excluding “Individuals” Divisions.  All related Scholastic, All 
Star, Rec, Club, ParaCheer, Special Athlete and National Team divisions 
within these respective Performance Cheer Divisions will be accepted 

퍼포먼스 치어: 주니어, 시니어, 오픈팜, 재즈, 힙합 이나 힉킥팀 분야 

안에 최소핚 150 개팀들 그리고 “개인”분야들을 제외핚 다른 분야의 

또다른 최소핚의 50 개팀들, 모든 연계된 학교, 올스타, 레크리에이션, 

클럽, 파라치어, 장애인 선수 그리고 이런 각각의 퍼포먼스치어 분야 

안에 국가대표 팀 분야가 인정될 것 입니다. 



Term:   Valid for one (1) calendar following course completion 

기갂: 코스 수료로부터 1 년갂 유효 

Process for completion 

수료를 위핚 절차 

 Judge ICU approved competitions meeting the criteria mentioned 
above 

ICU  심판이 위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지 보고 수료를 허가합니다. 

 Once the full criteria is completed, submit the following items to 
the ICU: 

모든 조건이 완료된 이후, ICU 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십시오. 

a. If not completed in the Phase Two (2) ICU Judge Profile 
set up, the Student’s Coach AND Athlete CV with three 
(3) reference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  만약 2 단계에 서 ICU 심판 프로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학생의 코치와 선수 CV 그리고 3 개의 추천서들(이름과 

연락처) 

b.   Within one (1) month of the event, each respective 
competition’s team performance schedule accompanied by 
the Student’s event judging schedule  – sent directly by the 
Competition Director for each event 

b.  이벤트의 1 달 전, 각 이벤트의 경기 디렉터에게 직접 

보낸, 각각의 수료핚 팀 퍼포먼스 스케쥴과 학생의 이벤트 

심판 스케쥴 

Upon completion 

종료 후 

Upon completion of the Phase One (1), Phase Two (2), Phase Three (3) 
and Phase Four (4) requirements -and submission of the enclosed 
documents above (“a” and “b”), the Phase Four (4) Proficiency 
Certificate will be awarded 

1,2,3,4 단계의 필수요건들의 종료와 위의 (“a” 그리고 “b”) 동봉된 

서류들을 보낸 후, 4 단계 숙련 인증서가 수여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