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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젤킴(김지민) 회원 심의 결과의 건.
--------------------------------------------------------------------------------------------------1.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5일(금)에 ‘현대N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제소서와
관련하여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①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의실

③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 : 정선혁, 윤철수, 김덕호
④ 심의 대상 : 지젤킴(김지민) 회원
2)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대회 상금 반납 지연의 건
3)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본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젤킴(김지민) 회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4) 첨부 파일
①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의 건
(2020년 제1호)

❑ 상벌 및 분쟁조정 안건
현대N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2019 시즌 동 대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기술규정 위
반에 따른 실격 및 시리즈 포인트 몰수 결정을 받은 뒤 기 취득한 상금 반환을
지연한 지젤킴(#1/ 당시 아반떼 마스터즈 클래스)에 대해 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
심의를 요청함.

❑ 위원회
- 일시: 2020년 6월 23일
- 장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실
- 위원: 정선혁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장, 윤철수, 김덕호 위원 (3인)

❑ 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 대상자 지젤킴은 대회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약 6개월 이상
지연하여 대회조직위원회의 행정력을 낭비케 하는 등 구체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본 위원회 개최 결정 직후 상금 전액에 대한 반납을 완료하
였으며, 개인 SNS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내규
(유형별 징계 기준)에 근거해 서면을 통한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또 추후 유사 사안 재발 및 스포츠맨십 저해 행위시 경고 누적에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지를 심의 대상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 발생에 따른 주최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조직위의 요청을
전제로) 향후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드라이버에 대해 해소시까지 라이선스 효
력을 정지하는 등 관련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
에 권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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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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