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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태영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배구연맹 흥국생명배구단의 전 소속 선수였던 김연경의 위임을 받아 당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귀 협회에 질의합니다. (아래의 질의는 향후 김연경

선수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국내 법원에의 제소 여부에 중요한 참고자료

가 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귀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아 래

1. 대한배구협회는 ‘지도자 및 선수 해외 취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

정 제10조는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외에 대한배구협회 규정에 선수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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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연경 선수의 국제이적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제배구연맹의 규

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배구연맹의 국제 이적 관련 규정 어디에도 국제이적에 각 나라

리그 연맹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FIVB 규정에 따르면 한국배구연맹(KOVO)은 국제이적시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오로지 대한배구협회만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FA 규정을 포함한 한국배구연맹 규정은 국제 이적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으며 선수의 국제 이적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한국배구연맹 내에서의 선수 신분(FA자격 취득여부, 임의탈퇴, 은퇴

등)은 국제이적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대한배구협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KVA와 FIVB 규정을 근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 9월 28일 당사자인 김연경 선수에게 알리지 않고 KVA가 FIVB에

보낸 이메일 내용 중 “KIM Yeon-Koung belongs to Heungkuk as a

Club of Origin” 부분에서 ’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이라고 명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명백하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입니다.

국제배구연맹 규정상 국제이적관련 규정을 보면,

[45.4.4. The Receiving club requesting the player negotiates the financial

and transfer conditions with the player's Federation of origin. If the player

is under contract with his current club beyond the schedule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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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hereinafter 'club of origin'), the Receiving club shall negotiate the

financial and transfer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player also with his

club of origin.]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번역하면,

[만약 선수가 예정된 이적 일 이후에도 그의 '현재 구단과 계약 기간 내˙ ˙ ˙ ˙ ˙ ˙ ˙ ˙ ˙ ˙ '

(under contract with his current club)에 있다면 (이를 club of origin이라

고 한다) 영입을 하는 구단은 선수의 원 소속 구단과도 역시 선수의 이적을

위해 재정과 이적 조건을 협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FIVB 규정상 ‘Club of Origin'이 되기 위해서는 예정 이적일 이후에도

선수와 구단이 계약 기간 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FA 등과 관련하여

전 소속 구단의 의미를 가지는 KOVO 규정상의 원 소속 구단과는 전혀 다

른 의미입니다.)

김연경 선수와 흥국생명의 계약은 2012. 6. 30.로 종료되었고 김연경 선수

는 흥국생명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따라

서 FIVB 규정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 김연경 선수의 ‘Club of

Origi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2012년 9월 7일 합의서 중 “현 KOVO규정상 김연경 선수는 원소

속구단인 흥국생명 소속” 부분에서 ‘원소속구단’을 ‘Club of Origin’으로

절대 번역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 대한배구협회는 FIVB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용어를 왜 사실과 다르게 번역하여 보냈습니까?

3. 2012년 9월 22일 FIVB가 당사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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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s that the player has been declared as “arbitrarily withdrawn” by

not respecting the KVA regulations and is therefore precluded from

transferring to another club in accordance with the KVA regulations.”

부분 역시 대한배구협회가 FIVB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증거입니

다.

“KVA 규정을 존중하지 않아 임의탈퇴 공시됐다는 부분”과 “그로 인

해 KVA 규정에 따라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막게 되었다”는 부분은 명

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2년 7월 2일 임의탈퇴 공시를 한 단체는 KVA가 아니라 KOVO이며,

KVA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 금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제 이적과 전혀 무관한 KOVO를 KVA로 왜곡하

여 의견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활

동할 수 있습니까?

5.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은퇴한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할 수 있

습니까?

6.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은퇴한 선수가 외국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

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근거 규정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7. 2012년 7월 김연경 선수는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2012/13, 2013/14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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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KVA와 FIVB의 국제이적 규정을 준수했

으며 2012년 9월 7일 합의서와 두 차례의 FIVB 공지는 없는 상태였습니

다. 따라서 대한배구협회는 2012년 9월 이전에 김연경 선수의 국제이적을

위한 ITC 발급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 선수에 대한 2013/14 시즌 ITC발급에 동의

합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한배구협회 또는 국제배구연맹의 어느 규

정을 근거로 거부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2012. 9. 7.합

의서와 이를 근거로 한 FIVB의 답변은 위에서 보았듯이 귀 협회의 잘못

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8. 2012년 9월 7일 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대한배구협회는 9월 14일 FIVB에

김연경 선수의 국제 이적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FIVB

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 합의서 작성 당시 국제기구에 의견을

묻기로 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A. Is it valid for a player noticed as ‘Arbitrarily Withdrawn Player’ in
Korea to transfer freely to other foreign clubs? (In this case, should
the club must sign in the ITC, or would player’s agreement be
enough for transfer?)

B. Is it coincide with FIVB regulations that, according to the Korean
Professional League regulations, the transferred season to a foreign
club as a loaned player is not taken into account to satisfy ‘6
seasons’ requirement?

김연경 선수는 현재까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 대한배구협회가 FIVB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면 그 서류를 즉시 김연

경 선수에게 제공해야 하며, 받지 못했다면 위 2012. 9. 7. 합의대로 지

금이라도 FIVB에 재차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9월 14일 공문 내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