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육상연맹 2016-10-02 

 

 

IAAF 선수대리인 (AR : Athletes Representative) 자격 취득 절차 공지 

 

 

1. 응시 희망자 신청서 제출 

  - Application Form (영문/자필작성) 1부와 이력서 (국문/자유양식) 1부 이메일 제출 

  - 기  한 : 10. 14(금) 

  - 제출처 : 대한육상연맹 국제부 정영훈 대리 

        (이메일 : kaaf5066@gmail.com / 문의 : 02-412-5065) 

 

2. 신청자 이력 검토 및 시험 응시 적격자 선발 

  - 심  의 : 대한육상연맹 국제위원회 

  - 근  거 : 관련 규정 별첨 

  - 통  보 : 11. 11(금) 전까지 개별 통보 

 

3. IAAF(국제육상연맹) AR 담당부서로 응시자 명단 제출 (~11. 15) 

 

4. 필기평가 응시 

도시 일 시 

영국 런던 12월 3일 16:00 (4pm)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 12월 3일 08:00 (8am) 

 

5. 합격자 통보 및 선수대리인 공인 (2016. 12. 31까지) 

 

6. 대한육상연맹 공인 AR 명단 IAAF 제출 (2017. 1. 15까지) 

 

7. AR 관련 정보 링크 

https://www.iaaf.org/athletes/athlete-representatives 

 

 

* 별 첨 

1. 선수대리인 규정 1부. 

2. Application Form 1부. 끝. 

  



대한육상연맹 2016-10-02 

 

대한육상연맹 IAAF 선수대리인 규정 

 

1. 선수대리인(이하 AR) 응시 자격 : AR은 

A. 개인이어야 하며 (단체나 회사일 수 없으며), 

B. 육상에 대한 적절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C. 진실성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D. AR 활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E. 형사상 범죄나 도핑방지규칙 위반 또는 파산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AR의 적격여부는 관계된 회원연맹(이하 대한육상연맹)에서 평가한다. 

대한육상연맹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자의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 뿐만 아니라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대한육상연맹의 자

율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육상연맹은 신청자의 AR 활동 자격 여부 판단을 위

해 IAAF에게 의견을 문의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대한육상연맹의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한육상연맹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가 자신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필기 시험 통과 후 AR 등록 절차 

A. IAAF의 AR 필기 시험을 통과한 신청자는 대한육상연맹에 AR 등록비 10만원을 지불

한다. 

B. 또한, 대한육상연맹에서 요구하는 경우, 

i. 책임보험이나 

ii. 은행 보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