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문』
1. 등록 기간일 : 2022. 3. 2.(수) - 3. 31.(목) 까지
2. 등록 절차
가. 선수 및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 공통사항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스포츠지원포털 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로그인 후 종목선택→ 농구 경기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선택
⇨ 회원가입시 본인 인증수단 필요(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경우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함. 2022년 1월부터 아이핀 발급은 온라인 상으로만 발급 가능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02-1600-1522, SCI 평가정보(www.siren24.co.kr)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www.ok-name.co.kr) 02-708-1000 에서 "아이핀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①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홈페이지 배너 스포츠지원포털 (http://g1.sports.or.kr/)
→로그인(회원가입)→종목선택→경기인 선택 등록
② 임원이 일괄 등록 불가능 ⇒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반드시 본인 직접 등록

◇ 선수등록신청
스포츠지원포털 회원가입⇒로그인⇒전문체육선수선택⇒기본정보확인⇒스포츠인권,도핑
방지교육이수⇒신상정보입력⇒소속팀선택⇒학력정보입력(선택사항)⇒저장⇒등록비 납부
후 종료(반드시 저장을 해야 신청이 완료됨)

◇ 지도자등록신청 (감독,코치,주무,부장)
스포츠지원포털 회원가입⇒로그인⇒전문체육지도자선택⇒기본정보확인⇒스포츠인권,도핑
방지교육이수⇒신상정보입력⇒소속팀선택⇒자격사항입력⇒추가정보입력⇒저장⇒등록비
납부 후 종료 (초,중,고 감독교사는 등록비 대상아님)

◇ 선수관리담당자등록신청 (의사,간호사,건강운동관리사,트레이너 등)
스포츠지원포털 회원가입⇒로그인⇒선수관리담당자선택⇒기본정보확인⇒스포츠인권,도핑
방지교육이수⇒신상정보입력⇒소속팀선택⇒자격사항입력⇒추가정보입력⇒저장 후 종료
③ 지도자는 선수들의 등록신청 완료 후 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각 소속
시.도 협회에 제출 (선수 개인별카드는 제출하지 않음)

※ 주의사항
- 이름을 개명한 선수 또는 임원은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제출 후 협회에서 성명 정정
성명 변경 확인 후 선수등록 진행
- 사진등록(필수) 사이즈는 JPG, GIP, PNG 크기의 100Kb 이하의 사진만 업로드가능
나. 시.도 경기단체
①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http://pis2.sports.or.kr) 관리자 접속
(사용자 계정이 휴면상태이거나 계정이 없으신 시.도에서는 본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② 선수등록 담당자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
③ 각 소속팀에서 등록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승인/ 비승인처리
(2014년 2월부터 지도자 승인 신설 / 선수관리담당자 2021년 2월 19일 신설)
④ 소속팀에서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직인 날인 후 대한민국농구협회로 제출
◆ 세부사항은 선수등록신청 매뉴얼(경기인등록시스템내의 이용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에 선수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부터 정부기관 지침에 따라 선수 등록 시 본인 인증을 통한 개별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을 숙지하시고 임원 분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수,지도자,팀 등록비: 2020년 1월 1일 시행
선수 or 지도자 등록 후 등록비용 결제창 실행 → 납부방법 선택(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 결제완료 → 등록신청 완료됨.

(등록비납부 오류시 연락처: 02-2144-8141 PC 원격지원 가능 업체 콜센터)
(2019. 3.27. 제2차 전체이사회 의결)
구분
3X3
스포츠클럽
(유소년)

클럽 / 팀
-

50,000원
※ 지역 또는 명칭 단위

동호인

50,000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200,000원
1,000,000원

(생활체육)

프로부

※ 외국인 선수(매년 최초 2명
기준) LOC 행정비 포함

등록비(연간)
지도자
-

선수
5,000원

10,000원

5,000원

-

-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감독 200,000원
코치 70,000원

50,000원

비고

대회참가자 위주

남자부, 여자부 별도

※ 선수등록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사무국 (채옥주 차장 ☏ 02-420-4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