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요트의 중심, 세계요트의 리더 ”

대한요트협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선수, 체육동호인 및 지도자 등록 관리 철저 요청
1.관련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4403(2018.10.18.)
나. 대한체육회 감사실-1917(2018.10.22.)
다.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7091(2018.11.19.)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인등록규정에 따라 원활한 지도자·선수활동,
대회참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요약 및 협조사항
- 선수 및 지도자의 기본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징계내역을 등록·관리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은 사전에 등록을 필한 사람만이 가능하므로 각종대회
참가시 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협조요청
※ 관련근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도자활동 또는 선수활
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해당 종목의
지도자 혹은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음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정관·규정 참고

○ 행정사항: 시군구 요트협회 및 해당 시도 클럽으로 공지
붙임: 공문[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7091]｢선수 및 지도자 등록 관리 철저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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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대 한 체 육 회
대한체육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선수 및 지도자 등록 관리 철저 요청
1. 다음 각 호의 관련입니다.
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4403(2018.10.18.)
나. 대한체육회 감사실-1917(2018.10.22.)
2.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ㆍ선수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지도
자 및 선수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종합감사 결과 요약
- 선수 및 지도자의 기본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징계내역을 등록ㆍ관리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ㅇ 협조 사항
-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은 사전에 등록을 필한 사람만이 가능하므로 각종대회
참가시 이를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운영 협조요청
※ 관련근거: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도자활동 또는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 해당 종목의 지도자 혹은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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