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수등록 관련 알림 *

1. 본 회의 가입체육관이며 지도자강습(2019.12.14.교육, 2020.01.19.교육)을 이수한 체육관 
관원이나 지도자가 전문선수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그 외의 체육관은 팀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등록신청이 불가(검색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등록신청을 한다면 비
승인되며, 올한해동안은 선수등록을 할 수가 없음)
 (www.jjak.or.kr 대한주짓수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체육관의 관원 및 지도자가 신청가능)

2. 체육회 등록 사이트 http://g1.sports.or.kr 전문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3. 지도자강습회를 수료하신 체육관의 선수는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선수등록신청이 가능.
* 주의사항 *
심판을 보시는 분은 선수등록신청을 하시면 안됨. 중복신청은 선수와 지도자는 가능하지만 
선수와 심판은 병행할 수 없음. 꼭 유념해야 함.

4. 신청시 아래처럼 ‘선수등록신청’ 란이 뜨고 왼쪽 하단에 보면 ‘주짓수’. 클릭.

http://www.jjak.or.kr
http://g1.sports.or.kr


5. 선수등록 기간 내에 신청가능. 본인의 휴대폰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 본인등록요청이 불가한 경우
1단계 시도종목단체(지역별 선수등록담당관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진
행할 수 있음. 2단계는 시도종목단체에서 서류를 넘겨받아서 중앙종목단체에서 승인(가급적 
온라인상으로 본인등록요청) - 2020.7.15변경

6.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의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에 선수로 등록신청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보임. 아래의 빨간글씨로 선수등록 신청서 작성이 있으며, 옆에는 추
가, 확인, 인쇄라고 보임.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수 신청을 한 후에는 신청승인단계
라고 뜨는데, 1단계는 시도종목단체, 2단계의 승인은 대한주짓수회 – 2020.7.15.변경



7. 개인 정보동의(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8. 생년월일 아래보시면 체육인번호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종목을 경험하신분은 있을수 있
고, 아닌분은 없음. 그래서 이것부터 발급을 받아야 함. 없으신분은 본인이력찾기로 하셔서 
신규로 체육인번호 발급을 진행해야 됨. 또한 주짓수로 등록된 이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함. 

 *매우중요* 체육인번호 발급시 주의사항. 체육인번호 발급절차를 중간에 멈춰버리시고 창
을 닫게 되면 체육회 시스템 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이것을 등록취소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셔
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생김. 꼭 주의 해서 한번 체육인번호 발급을 할 때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셔서 발급받아야 함.



또한 온라인스포츠인권교육, 온라인도핑교육을 2개다 이수(2개합쳐서 25분정도 되고, 시간
단축불가)해야 등록이 가능.

9.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소속팀선택에서 *선택한소속팀 클릭

10. 소속팀 검색시 유의사항(* 중요 *)

1) 체육관명으로 검색. 혼자서 하지말고 체육관 관장님께 팀명을 뭐라고 등록했는지 물어보
고 진행.(관장님은 지도자신청을 하셨던 팀을 선수등록하는 분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타팀에 등록되는 것을 막을수 있음. 주짓수특성상 비슷한 이름의 체육관이 많아서 
팀이름을 길게 쳐보고 해야 됨.  - 2020.7.15.변경



2) 3번째 아래그림에 나와있듯이 팀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기타(일반)으로 1개 체육
관당 5팀으로 구성되어있음. 자신의 나이에 맞게 팀을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선수등록이 이
루어지지 않음.

3) 학교를 한해 유급하고 간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소속된 종별(초,중,고,대)중에 걸쳐있
는 곳에 2군데에 선수등록을 같이 해야 함.(ex 14세인 경우 – 초등, 중등 걸쳐서 선수등록
을 해야 함)



11. 소속팀 선택(변경시에는 소속팀 버튼클릭)

12. 팀을 이적할 경우



13. 선수 상세정보 입력(사진 필수 – 50kb 미만의 파일)

14. 학교정보 추가(재학중인 학교를 쓰면 되고 필수사항 아님)



15. 신청내용확인 및 등록신청서출력(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완료)

16.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