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 선수등록(전문선수등록) 이후 절차 알림

● 안내사항
   체육등록시스템 지도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문선수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절차임을 알립니다.

● 마감기한 : 8월 15일까지

● 절차사항
  1. 체육관(팀의 초,중,고,대,일반)의 전문선수등록 전원 완료 되면

  2. 지도자는 팀명부를 출력(해당 팀의 지도자 및 팀의 모든 전문선수가 명단에 등재되어있는 출력본)
   - 아래는 출력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인등록서약(8.12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 출력버튼을 클릭하시면



- 2020년 등록신청서가 뜹니다.
- 아래에 빨간곳이 감독, 코치의 이름이나 정보가 들어가는 곳이구요.
- 그 아래쪽에 선수가 등록되는 곳입니다. (저는 승인된 지도자가 아니라 목록이 뜨지 않습니다;;)
- 승인된 지도자(감독,코치)는 출력하게되면 빨간곳 아래쪽에. 선수등록을 신청한 해당체육관의 모든선수의 정보가 뜹

니다. 
- 등록신청서 아랫부분에 주소,전화번호 아래부분에 단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잘랐습니다)
- 단체장에 관장님의 사인을 하시면 되구요.
- 옆에 시도종목단체명은 남겨두시면 됩니다. (서류를 시도주짓수회에 전달하시면 시도종목단체명(인) 쪽에 직인)



- 서류를 컴퓨터로 저장하려고 하면 어떤형태로 저장할지 파일형태가 나옵니다. 대부분 PDF나 한글(HWP)로 저장
- 파일 옆부분의 인쇄표시 버튼을 누르면 인쇄됩니다.



3. 이 서류를 2부씩를 출력
     선수가 존재하는 팀의 종별(초,중,고,대,일반) 2부씩 출력
     출력한 서류는 단체장(도장관장님)의 도장 및 사인(1장당 도장 및 사인을 전부해야 함) 
     초등부(13세이하부) 선수가 3명이 있다고 가정 그럼 초등부(13세이하부) 2부를 출력해야되고 이때 선수 3명이 명

단에 포함되어있어야 함.
     중등부(16세이하부) 6명이 있으면 중등부(16세이하부) 6명이 등재되어있는 출력본을 2부 출력해야함. 
     고등부(19세이하부) 3명이 있으면 고등부(19세이하부) 3명이 등재되어있는 출력본을 2부 출력해야함.
     대학부, 일반부는 통합진행(현재는 대학선수권이 있지 않아서 대학부만 따로 하는 대회는 없음)
     대학부, 일반부도 선수전원이 등재되어 있는 출력본을 2부 출력해야 함.
     
  4. 체육관의 종별 전체(초,중,고,대,일반)명단 모두 출력한 2부를 시도주짓수회에 전달
     전달절차 : 직접전달 및 등기전달, PDF파일(이미지파일로 앞부분에서 설명)로 메일 전달

● 전달된 이후 절차
   1. 시도주짓수회에 서류가 전달되면 시도주짓수회에서 검토 및 확인(해당 등록선수가 해당지도자의 선수가 맞는지 

확인)이 이루어진 후 시도주짓수회의 승인(해당서류에 협회직인을 직접 찍음)

   2. 지도자에게 전달받은 서류(2부)를 모두 직인을 찍고 1부는 해당 시도주짓수회에서 보관하고 1부는 중앙협회에 
등기로 보내야 됨(원본). 

   3. 시도주짓수회의 확인 후 체육회등록시스템 선수등록 1차승인 완료.

   4. 원본 1부를 전달받은 중앙(대한주짓수회)은 검토후 승인(대한주짓수회 직인을 직접 찍음)

   5. 둘 다 직인이 찍혀져 있는 명단을 확인 후 체육등록시스템 선수등록 최종 승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