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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근 대 5종 연 맹

대한체육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 선발(안) 안내

1. 우리 연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020 꿈나무선수 및 2020 청소년대표 선발을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2020 꿈나무선수와 청소년대표로 선발된 선수를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의     

   계획에 따라 하계강화훈련 실시여부를 검토중이니, 사업계획이 확정된 선발명단과   

   하계 강화훈련 계획을 송부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꿈나무선수 강화훈련

    ◦ 기    간 : 추후 확정 후 안내

    ◦ 장    소 : 미정

    ◦ 인    원 : 24명(지도자 4명, 선수 20명)

    ◦ 선발방법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2019년 연맹주최 대회성적 PWR 적용,      

                 백분율 환산(90%), 2019년 꿈나무선수 가산점 부여(10%)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대회 개최 연기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체력 및 

        체격 측정사업 미실시로, 불가피하게 2019년 경기기록 분석으로 선발(제2차

        경향위 2020. 7.1.)

  □ 2020 청소년대표 강화훈련

    ◦ 기    간 : 추후 확정 후 안내

    ◦ 장    소 : 미정

    ◦ 인    원 : 18명(지도자 3명, 선수 15명)  

    ◦ 선발방법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2019년 연맹주최 대회성적 전국체전,      

                 소년체전 PWR 적용, 백분율 환산(100%), 단 8월말까지 국내대회      

                 개최시 개최대회 경기기록 반영

     ※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0.7.1.) 심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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