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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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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전차이사회 초록 보고

2019년 6월 12일 (수) 15시 올림픽공원테니스장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이사회는 임원 24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성원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보고안건은 총 8건으로 전차 초록

보고, 2019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예선 남자부 파견 결과 보고, 2019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예선 여자부 파견 결과 보고, 2019 세계남자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예선 파견 결과 보고, 2019 세계여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예선 파견 결과 보고, 2019 14세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결과 보고, 각종 위원회 개최 보고, (2019.2.16~6.5), 미디어윌 항소심
진행사항 보고를 하였고,

심의안건은 총 10건으로 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 관련 심의는

2019년도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가 기존 일정대로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2014-2015년,

2017-2018년도 개최승인비를 2019년 6월 26일까지 납부받고자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일정대로 한국선수권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공인검정위원회 구성 변경 심의의 건,

공인검정사업 신규 사업 승인 심의의 건, 스트링어위원회 설치 심의의 건,

협회 규정 제정,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개정 심의의 건, 스트링어위원회

위원장 선임 심의의 건, 2019 ITF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개최 심의의
건, 한국대학테니스연맹 대회 혼합복식 추가 승인 심의의 건, 제1,2차 ATF

양구 아시아 14세부 주니어시리즈테니스대회 주관 변경 심의의 건, 이사
보선 (김정배 감독)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기타안건으로는 의결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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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 관련 재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 의결함.

나. 제안사유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14조 2항 1호 및 7호에 의거하여, 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해 재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 관련규정: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협회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다. 내용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심의안건 제1호 의결 결과에 따라 JSM측에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JSM 이진수 대표가 협회로 내방하여 협회장과 2차례를 거쳐 협의한

결과, 해당 협의가 2019.6. 26일자로 최종 완료됨에 따라 제74회 한국선수권대회 개최 일정변
경에 대해 승인 받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심의안건 제1호 의결 결과내용
2019년도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가 기존 일정대로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

할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2014-2015년, 2017-2018년도 개최승인비를 2019년 6
월 26일까지 납부받고자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일정대로 한국선수권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함.

2) 협의 내용
국제대회 국내개최 승인지침이 2014년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2014년도 코리아오픈의
개최비는 제외하며, 현재 미납된 2015, 2017, 2018, 2019년도 개최승인비를 협의된 일
시까지 협회 지정 계좌로 입금

3) 변경된 대회 일정 (안)
대회명

제74회 한국선수권대회

기간

10.25-11.3

장소

올림픽공원테니스코트

라. 의결 사항
서면결의 결과 재적 임원 25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제출로 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일정 및 장소변경에 대하여 승인 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