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선수 등록신청 추가 안내
❏ 동호인 선수 등록제 시행 근거
가. 대한배드민턴협회-2870(2017.12.21.)호와 관련 및 2018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제1차
임시총회(2018.04.15.) 결과,
나.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선수등록 규정 및 등록시스템 구축에 의거 2018년 5
월 31일까지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산하 시․군협회 소속 모든 동호인 선수 등록을
실시해야 함.
다. 동호인 선수 등록 미필시 2018년도 대한배드민턴협회,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시․군배
드민턴협회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 (※ 시장배, 군수배, 타이틀 스폰서배 등 모든 시․군 자체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라. 동호인 선수 등록비는 연간 1인당 10,000원으로 함

❏ 동호인 선수 등록신청서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가. 회비관련, 양산협회분은 정관에 의거 현행대로 납부하고, 금번 경남협회 배드민턴 동호
인 등록 신청(서) 관련 선수 등록비는 양산협회에서 수납해서 경남협회에 전액 납부함
※ 양산시배드민턴협회 정관 제70조(회비의 납부) 참고
1. 회비(협회 회장분담금 및 임원회비, 단위클럽회비, 회원회비)
(5) 단위클럽 회비 : 400,000원/년 (200,000원/반기)
(6) 단위클럽 회원회비 : 회원 수당 20,000원/년 (10,000원/반기)

1. 단위클럽 및 회원 회비 납부(☞ 양산협회분은 현행과 동일함)
구 분

2018년 상반기(1월)

2018년 하반기(7월)

비 고

양산

단위클럽 회비

200,000원

200,000원

(변경 없음)

협회

회원수당 회비

10,000원

10,000원

(변경 없음)

※ 양산협회 2018년 하반기(7월) 회원등록은 금번 5월 경남 동호인 선수 등록 신청분으로
대체하고, 회비만 별도로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18개 시․군 등록회비 납부(☞ 경남협회분)
구 분
경남

18개

협회

시․군 등록회비

당 초

변 경

520만원 / 연간

1,300만원 / 연간

양산협회
26클럽 클럽당
20만원

동호인 선수등록비
10,000원 / 1인당

비 고
▸현재등록된 1,300명 기준

나. 동호인 선수 등록 및 회비 납부방법 ☞ 첨부된 양식『배드민턴 동호인 등록 신청서』
에 따라 클럽 에서 일괄 제출
1. 신청서 제출방법 : 동호인 서명후 원본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전달(전무,국장,재무)
(우.50597 양산시 물금읍 동중6길 17(범어리 721-3) 동언씽크(재무 김은정)
2. 신청서 제출기한

: 2018년 5월 31일 까지

3. 선수 등록비 : 연간 1인당 10,000원(2018년도 분은 1.1분부터 소급적용, 2019년부터
는 경남협회 세부일정 확정후 공지예정)
4. 등록비 납부 : 2018년 5월 31일 까지, 협회 계좌【농협 351-0926-0505-23 선용근】
5. 연령대(만나이) 및 급수는 현 대진표.kr에 등록된 급수로 신청

※ 붙임 : 배드민턴 동호인 등록 신청서(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