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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Range Hours

Monday - Friday 3pm - 9pm
Saturday 10am - 9pm
Sunday 1pm - 6pm
Or upon request Contact coaches directly

Classes and Courses
- Anyone can join to Archery

Intermediate Course
- Local and National Competition Level's

Advance & High Performance

- Prepare local and national level competitions
to obtain high USA national ranking.

- Give motivation to focus on their goals and
help with college application and admission
process

Classes and Courses

Our M&J archery academy has had the
opportunity to help countless students
acquire fundamental skills, develop new
techniques and confidently move forward
in their learning journey.
Known as the best Archery Academy in
the NJ area,
We provide a wide range of courses to
support students from all backgrounds
and levels.

Coach's
Baekwoon Mun
Head coach of seventh country since
2000,
International Coach level 1,2,3
USA NTS Level 2 and more,

Coach
Misook Jeong
Head coach Women and Junior forth
country

International Coach level 1,2,3
USA NTS Level 2 and more,

Welcome to
M&J Archery Academy



코치 문 백운

- 1984 국가대표 선발
- 1985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 1992-2000 양궁코치 중, 고, 대학교
- 2000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주니어 양궁감독
- 2004 필리핀 국가대표 양궁감독
- 2005 부탄 국가대표 양궁감독
- 2007 인디아 국가대표 양궁감독
- 2008 세계양궁연맹 전임코치

FITA-World Archery
FITA-Middle East Archery Center

- 2008 이집트 국가대표 양궁감독
- 2014 이란 국가대표 양궁감독
- 2015~2019 쿠웨이트 국가대표 양궁감독
- USA NTS Level 2
- 대한민국 체육지도자 KSPO
- 중등학교 정교사

코치 정 미숙

- 2004 필리핀 국가대표 Assistant coach
- 2005 부탁 국가대표 Assistant coach
- 2014 이란 국가대표 여자감독
- 2015 쿠웨이트 국가대표 주니어 감독
- 생활체육지도자 KSPO
- 대한민국 체육지도자 KSPO

국제대회 참가 및 경력
- 아시안 게임
- 세계 양궁 월드컵대회
- 지중해 게임
- 올림픽게임 2008베이징, 2012런던
- 세계 주니어양궁 선수권대회
-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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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선수와 세계양궁연맹 FITA World Archery
전임코치 그리고 셰계 8개국 국가대표 양궁감독의 지도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클럽 선수들이 다수의 전미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등을 획득 하였으며, 진학관련 차별화된 양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M&J 양궁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교육을 합니다.
- 전문선수부터 대학진학 과정까지 상담 과정을 통하여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양궁 프로그램.

- 6세 이상 모든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
- 성인 및 주부 취미반 프로그램
- 직장인 동호회 프로그램

Elite course Special 프로그램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 및 각종 국내대회 참가 및 상위랭킹 획득
- 대학진학관련 맞춤 프로그램 & JOAD Class
-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수 있는 맞춤형 대학진학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각종 파티 및 모임행사 양궁프로그램

M&J 양궁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