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1차 이사회 의사록

I. 개회 및 주재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이사회를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벨로드롬경기장
회의실에서 개최하다.

회장 정몽원, 부회장 김영진, 김혜영, 유대현, 한상덕, 이사 박세훈, 백지선, 이종환,
임유철, 이상 9명의 이사가 출석하다.

이 사 정 수: 17 인

참 석 이 사 수: 9 인

의장인 정몽원은 정관에 따라 정족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본 회의를 주재하다.

의장은 다음의 안건을 부의한 바, 이사들은 Agenda Book(별첨)을 검토하고,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각 안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II. 안 건

1.

정관 개정의 건

2.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3.

남녀 국가대표팀 명단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가입 승인의 건

5.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의 건

III. 결 의

1.

제 1 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의장은 정관 개정의 건을 부의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 근거규정
● 정관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정관 제 52 조 (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부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가) 개정 사유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2019.10.16/2019.09.11/2020.07.29)
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 본회 정관을 개정
나) 주요 개정사항
① 이사회의 소집(제 15 조 ⑦항 신설)
② 회계감사 연임 제한 예외(제 25 조 ①항)
③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제 25 조 ④항 신설)
④ 임원의 결격사유(제 26 조 ①항)
⑤ 회원종목단체 평가(제 47 조의 3 신설)
※ 정관 개정안 의결 후 대한체육회 검토 또는 문체화체육부 허가 과정에서
자구수정 및 내용 변경 요청에 대해 수용하며 그 결정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2.

제 2 호 의안: 2020 년도 결산 및 2021 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의장은 2020 년도 결산 및 2021 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을 부의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1) 2020 년도 결산
: 2020 년도 결산 결과 수정 사업계획 5,817 백만원 대비 622 백만원
감소한 5,195 백만원 집행
2) 2021 년도 사업계획
① 2021 년도 사업계획은 2020 년도 결산 5,195 백만원 대비 169 백만원
감소한 5,026 백만원으로 수립
② 2020 년도 경기력향상지원비 이월 금액 (46 백만원) 집행 항목
- 제 75 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13 백만원)
-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33 백만원)
③ 2021 년도 경기력향상지원비 (172 백만원) 집행 항목
- 국가대표 훈련비 (남녀 촌외훈련, 국외전지훈련)
- 국내대회 개최 운영비
④ 과실금 (47 백만원) 집행 항목
- 국가대표 훈련 및 장비 구입비 우선 집행
- 국가대표 지도자&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3.

제 3 호 의안: 남녀 국가대표팀 명단 승인의 건

의장은 남녀 국가대표팀 명단 승인의 건을 부의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 근거규정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17 조(훈련 참가선수의 선발)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는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협회장의 추천으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 1 항 외의 국가대표선수는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권고 사항 : 회원종목단체는 년 1 회 국가대표팀 명단의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대한체육회에 통보한다.

1) 남자대표팀
가) 선발기준
-

각 선수 별 평가기준: 체격, 기술, 스케이팅, 경기 센스, 태도/정신력

-

선수로서 이 선수가 지도가 가능한 선수인가? 발전가능성은?

-

팀의 구성 인원으로서 큰 틀을 갖추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

나) 팀 명단
①

지도자 : 감독 백지선, 코치 이창영, 오현호, 골리코치 손호성

②

선수 (총 24 명)

-

공격수 : 조민호, 박진규, 신상우, 신상훈, 안진휘, 신형윤, 김형겸,
이제희, 이총현, 박상진, 전정우, 김기성, 김상욱, 이종민, 이총민

-

수비수 : 송형철, 이돈구, 남희두, 최진우, 서영준, 이호성, 정종현

-

골리 : 황현호, 이연승

2) 여자대표팀
가) 선발기준
-

2022 베이징올림픽 대비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

-

One Team 을 위한 인성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

-

태극마크의 소중함과 함께 국가대표로써 책임감과 품격 보유

다) 팀 명단
①

지도자 : 감독 김상준, 코치 곽형기, 골리코치 한재익

②

선수 (총 22 명)

-

공격수 : 박종아, 최지연, 이은지, 김희원, 박지윤, 정시윤, 최유정,
송윤하, 강시현, 강나라, 최시은, 김도원

-

수비수 : 박채린, 김세린, 이소정, 엄수연, 박예은, 곽서형, 유서영

-

골리 : 신동민, 한도희, 허은비

4.

제 4 호 의안: 울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가입 승인의 건

의장은 울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가입 승인의 건을 부의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 근거규정
● 정관 제 5조 (조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의 종목단체는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결정내용
- 2020 년 기준 울상 지역 초등부 등록팀(1 개) 운영 중. 금년 중등부 클럽팀
1 개 신설 예정. 시설 현황으로 2007 년 준공된 관중석 700 석 규모의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가

있어

현재

많은

등록

팀이

전지훈련을 실시 하고 있으며 2020 년 제 65 회 전국 초등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바 있어 저변확대 및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이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을 정기총회에 전달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한다.

5.

제 5 호 의안: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의 건

의장은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의 건을 부의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다.

1) 정관 개정의 건

2) 2020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3) 시도회원단체 승인의 건(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가입 승인의 건)

더 이상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심의종결 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전 11 시 3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다.

서기 2021 년 1 월 2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