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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9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박정찬 회원 심의 결과의 건.
-----------------------------------------------------------------------------------------------------1.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2-13일(토-일), 오피셜 친목모임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① 개최일 : 2019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③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 : 김광진, 김덕호, 윤철수, 정선혁, 황태영
④ 심의 대상 : 박정찬 회원
2) KARA 상벌위원회 심의 안건
오피셜간 비공식 친목 모임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3)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본 상벌위원회는 박정찬 회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3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제명한다.
4) 첨부 파일 :
①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② 규정.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대상자 박정찬 (회원 라이선스 번호 OL004967)

주문
위 대상자에 대하여 2019년 1월 3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제명한다.

이유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19 오피셜 A2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이다.

2. 대상자의 행위
우리 위원회는 대상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오
피셜간 비공식 친목 모임에서 여성 오피셜을 성추행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적용 기준
2019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제1장 및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2장 및 제4장.

4. 판단
대상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오피셜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 전체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
사건 당일 회동이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자리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상자
에 대한 규정 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엄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이와 같이 결정한다.

2019년 1월 31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위원장 윤철수 (인)

위원

정선혁 (인)

위원

황태영 (인)

위원

김덕호 (인)

위원

김광진 (인)

[첨부-2]

① 2019 자동차경기국내규정집 제1장 도덕헌장

②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 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