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차 이사회의 결과

- 일시 : 2016. 3. 15(화) 14:00
- 장소 :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 성원보고 : 재적인원 33명중 17명 참석하여 성원
○ 보고사항
1. 일반보고
2. 경기위원회 보고
- KBS배 춘계대회 전종별 쿼터제 실시 보고
- 비디오 심판제 시행 : 본협회 주관대회 4강전 이상/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전경기
- 경기부위원장 선임 : 임봉혁 (이매고 코치)
- KBS배 춘계하키대회 중계방송 예정 : 2016.3.30(수) 12:50분 여고부 결승 예정
3. 경기력향상 및 기술위원회 보고
-남.여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 보고
-위원회 위원 변동 :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민태석 (상무 감독)
신규 위원 김윤동 (김해시청 감독)
4. 심판위원회 보고
- 2016년 심판 운영 매뉴얼 보고
5. 여성 및 홍보위원회 보고
- (사) 대한하키협회 SNS 실시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snskha/?fref=ts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 부의안건

1. 정관 개정의 건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2. 분과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제정
-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개정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3. 인센티브 예산 및 사업 변경의 건
- 마스터즈 국제하키대회 참가 무산으로 인하여 사업 및 예산 변경에 대하여 부회장단에게
일임함.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4.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의 건 :
- 6월까지 자체 예산 166,788,500원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 마련 및 새로
운 회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며 집행부 실무진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5. 등기이사 회비 납부 결정의 건
- 통합과 법인화를 기점으로 임원들의 주인 의식과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협회 재정의 자립
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회비 납부에 대하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6. 동호인 등록비 결정의 건
- 동호인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동호인 관리를 위하여 동호인 등록비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등록비는 2만원으로 결정함.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7.

생활체육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통합 정관 31조에 의거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업무 효율을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가
신설이 필요하며 신석균 전 전국생활체육하키연합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 신설 스포츠클럽활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소년 클럽활동이나 실내하키 실시에 대한 관장
을 하자고 함.
- 신설 스포츠 클럽활동 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에 대하여 부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함.
☞ 모두 동의하여 통과함.

6.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