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거 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15조(등록절차) ③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

체육동호인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의무교육 관련 안내

2016. 7. 15.(금),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Q1. 지도자․선수등록 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시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지도자․선수등록시스템 상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동영상 교육

자료가 뜹니다. 교육 동영상 청취가 모두 끝나야 교육이수가 되어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실 경우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붙임 매뉴얼 참조)

Q2. 의무교육 시행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사람도 들어야 하나요?

(답변)

- 시행일(7.18.) 이전에 지도자․선수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내년도 등록 시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규정상의 의무는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사람

에게 발생합니다.

- 마찬가지로 올해 교육을 이수하신 분의 경우도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Q3.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육은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약 20분(초등 19분 57초,

중․고등 21분 25초, 대학․일반 19반 55초, 지도자 24분 54초)과 도핑방지교육

약 4분입니다.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Q4. 대한체육회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는 하나 별도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 종목(축구, 육상, 태권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되나요?

(답변)

- 각 종목 회원종목단체에 관련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교육계획 및 방법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결과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등록

자로 인정됩니다.

Q5. 이번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답변)

- 각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선 선수 및 지도자가 바뀐 절차에 혼란을 느낄 수 있고, 25분여의

교육을 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널리 공지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등록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등록을 할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시스템

과부하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전 이수처

- 인권교육: inedu.sports.or.kr:8082

- 도핑방지교육: edu.kada-ad.or.kr



붙임  지도자․선수 등록 온라인교육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