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100년, 국민과 함께할 백년!"

대한킥복싱협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대한체육회 킥복싱 경기인 등록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2021년 등록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부터 개최되는 전국규모의 경기대회는 동호인부문 대회와 전문선수부문의
대회가 병행개최되며 미등록 선수 및 지도자는 어떤대회에도 참가 할 수 없음.

가. 등록기간: 2021.01.01. ~ 2021.02.28.
나. 등록 방법

※ 선수등록매뉴얼 참조

1) 전문선수 및 지도자 등록절차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신청 접수 후 등록
2) 동호인선수/팀 등록 절차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https://club.sports.or.kr) 신청 접수 후 등록
다. 등록 절차
1) 전문선수 및 지도자 등록절차
(선수‧지도자 본인)

(선수‧지도자 본인)

(선수‧지도자 본인)

(시‧도 협회)

1. 선수등록시스템

2. 온라인

3. 등록부 작성

4. 심사 및

본인인증(로그인)

의무교육 이수

등록신청

명단제출

(중앙협회)
5. 최종승인

2) 동호인선수 등록 절차
(동호인선수 본인)

(동호인선수 본인)

1. 선수등록시스템

2. 등록부 작성

본인인증(로그인)

등록신청

(시‧도 협회)

(중앙협회)

4. 심사

5. 최종승인

라.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자는 정식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 상급학교(체고, 체대) 진학 시
가산점, 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선수등록비 : 시·도협회 별도 안내
국민은행 431437-04-005355 (대한킥복싱협회)
바. 선수 구분
1) 전문선수
: 시군구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4회 이상 참가한 경력의 선수
2) 동호인선수
: 대회 참가 경력이 없는 선수부터 시군구 규모이상의 대회 3회 이하 참가경력 선수
사. 기타사항
1) 신청 시, 반드시 경기인 등록 매뉴얼을 확인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기인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경기인 등록 신청
은 모두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등록
3)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전신사진, 자연배경, 캐리커쳐 불가)
4) 선수/지도자 등록 취합 후, 단체 별 선수명단 작성·제출
5) 입금 확인 및 지도자/선수 라이센스 발급
아. 경기인등록 Q&A
1) 왜 선수등록을 해야되는가요?
-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공식선수는 매년 선수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선수가 아닌자는 본협회 및 대한체육회, 국제연맹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어떠한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식 선수라함은 대한체육회 경기인으로 등록
된 전문선수, 동호인선수를 의미합니다.
2) 선수등록을 하게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본 협회에서 선수들의 경기대회 참가이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반영시켜
공인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실적증명서는 본 협회에서 승
인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이 있는 증명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고,
대학진학용 입학사정관에도 적용되며 공적(ex 공기관, 실업팀 입단 등)인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수등록 시 소속팀(체육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대한킥복싱협회 사무국 문의(02-732-8826)
붙임 1. 경기인등록규정(20190211) 1부.
2. 선수등록 매뉴얼 1부.

3. 지도자등록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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