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 Track Team Registration Regulation
UCI 트랙팀 등록 대한자전거연맹 규정
1 일반규정
1조

2018-2019 UCI 트랙시즌의 기간은 2018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익일부터 201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종료일까지로 정의한다.

2조

UCI는 UCI 트랙팀 등록 절차를 해당 국가 사이클연맹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3조

UCI 트랙팀으로 등록된 팀은 UCI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 UCI 규정은 UCI
홈페이지(www.uci.ch) 최신 버전을 확인 할 수 있다.

4조

UCI 트랙팀 등록은 전적으로 대한자전거연맹을 통해 UCI에 공식 등록 할 수 있다.
UCI 트랙팀으로 등록된 팀은 UCI 트랙 캘린더에 기재되어 있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4.1조

UCI 트랙팀은 다음 세부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
- 스프린트, 경륜, 1km/500m 독주, 단체스프린트, 개인추발, 포인트경기, 스크래치, 매디슨, 단체추발

5조

UCI 트랙팀 등록을 위한 팀의 세부 구성(법적, 재정 상태, 등록, 계약 등 )은 대한자전거연맹 UCI
등록팀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UCI 트랙팀 등록 혜택
1조

대한자전거연맹 주최 또는 주관 국내 개최 사이클 대회 (전국체전 포함 )에 참가 할 수 있다 .
단, 대한자전거연맹 선수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체육대회 참가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선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조

UCI 등록 국제트랙대회 출전을 위해 개최 측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3조

UCI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트랙대회에 참가하면서 팀의 스폰서 홍보를 할 수 있다.

4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임원 및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5조

본 연맹을 통해 추가 선수 등록 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조

UCI 등록팀은 UCI 트랙팀 랭킹에 등재가 되며 UCI 대회에 직접 등록하여 팀 유니폼을 착용하고
참가할 수 있다.

3 선수 구성
1조

UCI 트랙팀의 구성은 엘리트 선수로서, 최소3명, 최대 10명까지 등록 할 수 있다.

2조

팀의 선수는 팀의 승인 없이 조직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가할 수 없다.

4 UCI 트랙팀 구성 및 등록 절차
1조

트랙 시즌은 매년 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익일로부터 다음해 세계선수권대회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2조

2018-2019시즌 UCI 트랙팀 등록을 원하는 팀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신청 관련 서류를 양
식에 의거하여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대한자전거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비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연맹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A. E2_Registration Form(팀, 선수 임원 정보 기입)
B. E3_Model Contract를 선수별로 알맞게 작성
(맨 마지막 페이지 각 기관 서명까지 완료)
C. 유니폼 시안-컬러 (E1_Instructions_Teams파일 5 페이지 참조)
D. 등록비 총 5,600Euro (UCI 등록비 3,500Euro / 대한자전거연맹 등록비 2,100Euro)

3조

대한자전거연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그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4조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UCI 등록비는 UCI로 보내며, UCI로부터 재검토
후 UCI 트랙팀 자격을 부여 받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