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1 투척 양재우 강원 태장초등학교

2 투척 박채린 경기 경기금촌초등학교

3 투척 김어진 경기 경기명륜여자중학교

4 투척 최준희 경기 경기문산중학교

5 투척 김하늘 경기 경민여자중학교

6 투척  이재은  경기  동부중학교 

7 투척 김선호 경기 신장초등학교

8 투척 서용훈 경기 와동중학교

9 투척 박효정 경기 양평초등학교

10 투척 김현민 경남 거제국산초등학교

11 투척 김동희 경남 경남진해동부초등학교

12 투척 곽가심 경남 김해내덕중학교

13 투척 임재혁 경남 진해남중학교

14 투척 서석하 경남 거제고현초등학교

15 투척 김건우 경북 경북의성남부초등학교

16 투척 한승호 경북 경북의성남부초등학교

17 투척 이정욱 경북 사동중학교

18 투척 오성현 경북 삼성중학교

19 투척 박아영 경북 영주여자중학교

20 투척 우인하 경북 영주중학교

21 투척 이햇님 경북 형곡중학교

22 투척 김민지 경북 황상초등학교

23 투척 이지혜 대전 봉암초등학교

24 투척 임이건 대전 정림초등학교

25 투척 박혜지 목포 항도여자중학교

26 투척 강민승 부산 동주초등학교

27 투척 채지훈 전남 전남나주중앙초등학교

28 투척 박도현 전남 전남목포북교초등학교

29 투척 이명균 전남 전남벌교초등학교

30 투척  정소은  전남  진남여자중학교 

31 투척 이아빈 전북 익산지원중학교

32 투척 박수진 전북 익산지원중학교

33 투척 이세빈 전북 익산지원중학교

34 투척 이성빈 전북 익산지원중학교

35 투척 오윤경 충남 공주여자중학교

36 투척 정상민 충남 홍주중학교

37 투척 정채윤 충북 대소중학교

0 종 목 : 투척

0 소 집 : 6월25일(수) 09시까지, 진천선수촌

0 명 단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1 단거리 박주용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4 단거리 최혜안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2 도약 곽태우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5 투척 김현지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3 도약 최이수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6 투척 남경민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4 투척 이종현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7 투척 이수비 전남 전남시전초등학교

5 투척 김예은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8 도약 최성화 전남 전남시전초등학교

6 투척 문하은 강원 강원체육중학교 39 도약 박지현 전남 전남시전초등학교

7 단거리 최선재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40 투척 박상은 전남 전남시전초등학교

8 단거리 박서희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41 도약 이재원 충남 충남홍남초등학교

9 중장거리 윤정현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42 도약 박정은 충남 충남홍남초등학교

10 투척 이상명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43 투척 정현우 충남 충남홍남초등학교

11 투척  정진희 경남  거제중앙중학교 44 투척 정성일 충남 충남홍남초등학교

12 단거리 조수현 경남 경남대산중학교 45 투척 유다영 충남 충남홍남초등학교

13 단거리 구상진 경남 경남대산중학교 46 단거리 허유진 충남 홍성여자중학교

14 투척 오현수 경남 경남대산중학교 47 도약 한혜정 충남 홍성여자중학교

15 투척 방륭 경남 경남대산중학교 48 투척 김유진 충남 홍성여자중학교

16 단거리 한승완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49 중장거리 홍석영 전북 이리팔봉초등학교

17 도약 노창빈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0 도약 신지선 전북 이리팔봉초등학교

18 도약 백다빈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1 투척 최하나 전북 이리팔봉초등학교

19 도약 황인범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2 중장거리 심하영 충북 비봉초등학교

20 투척 김승국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3 투척 유시은 충북 비봉초등학교

21 투척 서이주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4 단거리 이주호 충북 충주중학교

22 투척 김성욱 광주 광주체육중학교 55 도약 이정수 충북 충주중학교

23 중장거리 김가은 대구 경명여자중학교 56 투척 조경주 충북 충주중학교

24 투척 김은미 대구 경명여자중학교 57 단거리 임은솔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25 중장거리 유용선 대전 대전체육중학교 58 단거리 곽현빈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26 도약 최문정 대전 대전체육중학교 59 중장거리 진혜련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27 투척 김승엽 대전 대전체육중학교 60 단거리 변준석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28 투척 박준범 대전 대전체육중학교 61 중장거리 윤재식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29 도약 이동현 대전 대전체육중학교 62 도약 김하윤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30 도약 최수호 서울 행당중학교 63 도약 신상윤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31 도약 최수빈 서울 행당중학교 64 투척 문선우 서울 서울체육중학교

32 투척 박지윤 서울 행당중학교 65 투척 강민정 경기 경기백현중학교

33 중장거리 김민지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66 단거리 이혜인 경기 경기백현중학교

0 종 목 : 혼합

0 소 집 : 6월25일(수) 13시까지, 진천선수촌

0 명 단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1 도약 문다은 강원 강원정선초등학교 25 도약 김완 부산 부산체육중학교

2 도약 박성호 강원 강원횡성초등학교 26 도약 권예지 부산 해림초등학교

3 도약 한다은 강원 동송초등학교 27 도약 유지민 서울 반원초등학교

4 도약 전유선 경기 경기광명초등학교 28 도약 김준수 서울 서울영도초등학교

5 도약 양희선 경기 경기김포서초등학교 29 도약 김재헌 서울 서울영원초등학교

6 도약 김민지 경기 경기김포서초등학교 30 도약 김명하 울산 서생중학교

7 도약 유재혁 경기 경기송운중학교 31 도약 송지영 울산 울산남외초등학교

8 도약 이유림 경기 대원중학교 32 도약 조성은 울산 태화초등학교

9 도약 강규범 경기 별망중학교 33 도약 서종휘 인천 동방중학교

10 도약 탁현수 경기 본오초등학교 34 도약 김서진 전남 고흥동초등학교

11 도약 박진서 경기 부천여중 35 도약 정서희 전남 광양백운중학교

12 도약 고하나 경기 저동중학교 36 도약 강은효 전남 광양백운중학교

13 도약 이지원 경남 경남김해구지초등학교 37 도약 이경민 전남 광양칠성초등학교

14 도약 강효민 경남 경남양산성산초등학교 38 도약 정수인 전남 화순초등학교

15 도약 홍윤걸 경남 함양중학교 39 도약 최정환 전북 삼례중학교

16 도약 최윤나 경북 경북체육중학교 40 도약 서민규 전북 전라중학교

17 도약 노지현 경북 경북체육중학교 41 도약 이예원 충남 논산여자중학교

18 도약 오태근 경북 포항원동초등학교 42 도약 복시현 충남 은산중학교

19 도약 유선경 대구 대구천내초등학교 43 도약 강교선 충북 괴산오성중학교

20 도약 김동원 대구 대구체육중학교 44 도약 안성현 충북 대소원초등학교

21 도약 박도원 대구 청림초등학교 45 도약 오수정 충북 충북각리초등학교

22 도약 김단비 대전 송촌중학교 46 도약 박재연 충북 충북서경초등학교

23 도약 김정현 부산 동아중학교
47 도약 한수린 충북 충북음성대소초등학교

24 도약 전창민 부산 동아중학교

0 종 목 : 도약

0 소 집 : 6월26일(목) 09시까지, 진천선수촌

0 명 단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1 단거리 이미진 강원 강릉여자중학교 29 단거리 박신효 경북 영천중앙초등학교

2 단거리 이경민 강원 반곡초등학교 30 단거리 박선규 광주 광주비아초등학교

3 단거리 박원진 강원 장양초등학교 31 단거리 최민서 대구 대구성지초등학교

4 단거리 송수민 경기 경기능곡중학교 32 단거리 채효진 대구 대구신매초등학교

5 단거리 한상욱 경기 경기덕계중학교 33 단거리 이상민 대구 대구화원초등학교

6 단거리 이선민 경기 경기덕계중학교 34 단거리 노호진 대구 신당초등학교

7 단거리 조원진 경기 경기덕정중학교 35 단거리 김현탁 서울 불광중학교

8 단거리 신혜린 경기 경기비산초등학교 36 단거리 한서정 서울 서울홍파초등학교

9 단거리 임우진 경기 경기비산초등학교 37 단거리 김경훈 서울 영림중학교

10 단거리 홍순천 경기 경기심곡초등학교 38 단거리 서민준 울산 울산삼정초등학교

11 단거리 성하원 경기 경기용인동막초등학교 39 단거리 김주하 인천 구월여자중학교

12 단거리 이서은 경기 경기용인백현초등학교 40 단거리 안태헌 인천 동방중학교

13 단거리 원세형 경기 경기용인중학교 41 단거리 강대관 인천 인천당하중학교

14 단거리 박예빈 경기 경기용인중학교 42 단거리 정현우 인천 인천동춘초등학교

15 단거리 신서연 경기 경기용인초등학교 43 단거리 신현진 인천 인천서곶초등학교

16 단거리 김민경 경기 경기천일초등학교 44 단거리 곽은희 인천 인천약산초등학교

17 단거리 이진서 경기 경기천일초등학교 45 단거리 정은지 인천 인천약산초등학교

18 단거리 김동하 경기 경기푸른초등학교 46 단거리 송현주 인천 인화여자중학교

19 단거리 반인호 경기 봉일천중학교 47 단거리 안현도 전남 순천금당중학교

20 단거리 김한송 경기 장안초등학교 48 단거리 장수찬 전남 순천팔마초등학교

21 단거리 최정민 경기 호수초등학교 49 단거리 전성국 전북 완산서초등학교

22 단거리 신유진 경남 경남거제장목초등학교 50 단거리 장석현 전북 전라중학교

23 단거리 조수진 경남 경남거제제산초등학교 51 단거리 김송현 전북 전북고창초등학교

24 단거리 신지윤 경남 경남거제중곡초등학교 52 단거리 안성우 전북 전북이리마한초등학교

25 단거리 우준식 경남 경남함안가야초등학교 53 단거리 한규리 충남 예산시량초등학교

26 단거리 옥민경 경남 동진여자중학교 54 단거리 김채연 충남 온양용화중학교

27 단거리 이현우 경남 양산북정초등학교 55 단거리 이현용 충북 용암초등학교

28 단거리 유지인 경남 함양여자중학교 56 단거리 하제영 충북 충주여자중학교

0 종 목 : 단거리

0 소 집 : 6월26일(목) 13시까지, 진천선수촌

0 명 단



순 대종목 성명 시도 소속

1 중장거리 박정훈 강원 경포중학교

2 중장거리 송우진 강원 경포중학교

3 중장거리 노현우 강원 묵호중학교

4 중장거리 김은별 강원 석화초등학교

5 중장거리 이상준 경기 경기서면초등학교

6 중장거리 김동혁 경기 경기신한중학교

7 중장거리 이예원 경남 경남거제초등학교

8 중장거리 황현 경남 경남일운초등학교

9 중장거리 이현정 경남 의성여자중학교

10 중장거리 이혜지 경남 합포중학교

11 중장거리 마승오 경북 경북포항학천초등학교

12 중장거리 조현지 경북 임고초등학교

13 중장거리 이재웅 경북 포은초등학교

14 중장거리 조현욱 광주 광주송정초등학교

15 중장거리 차지원 대구 대구월곡초등학교

16 중장거리 이영환 대전 대전구봉중학교

17 중장거리 박태성 대전 동명중학교

18 중장거리 김경훈 대전 동명중학교

19 중장거리 김동영 부산 동주중학교

20 중장거리 최윤지 세종 세종조치원대동초등학교

21 중장거리 장미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

22 중장거리 김소희 인천 간석여자중학교

23 중장거리 김승혜 인천 간석여자중학교

24 중장거리 이하늘 인천 간석여자중학교

25 중장거리 최수아 인천 동인천여자중학교

26 중장거리 박원빈 인천 부원중학교

27 중장거리 이현정 전남 영광여자중학교

28 중장거리 안예진 전남 영광여자중학교

29 중장거리 김률 전남 영광여자중학교

30 중장거리 고동호 전남 전남목포서부초등학교

31 중장거리 이유환 전남 전남염산초등학교

32 중장거리 성수지 전북 고수초등학교

33 중장거리 모호빈 전북 남원중학교

34 중장거리 이진원 전북 순창여자중학교

35 중장거리 최호영 전북 익산어양중학교

36 중장거리 김대현 전북 전북이리초등학교

37 중장거리 박진희 충남 천안오성중학교

38 중장거리 김유진 충남 태안여자중학교

39 중장거리 안종빈 충남 태안중학교

40 중장거리 이가연 충북 영동중학교

41 중장거리 홍진표 충북 영동중학교

42 중장거리 임신순 충북 옥천중학교

43 중장거리 안예원 충북 충북삼양초등학교

44 중장거리 안숙영 충북 충북용천초등학교

45 중장거리 이유빈 충북 한솔초등학교

0 종 목 : 중장거리

0 소 집 : 6월27일(금) 09시까지, 진천선수촌

0 명 단



순 종목 성명 시도 소속명 순 종목 성명 시도 소속명

1 단거리 박정수 경기 경기수성중학교 31 중장거리 김원일 전남 목포하당중학교

2 중장거리 김태우 경기 경기수성중학교 32 중장거리 강경원 전남 순천동명초등학교

3 도약 이승준 경기 경기수성중학교 33 중장거리 박지성 전남 순천동명초등학교

4 중장거리 박수지 경기 경기철산중학교 34 도약 박상혁 전남 순천동명초등학교

5 중장거리 김사랑 경기 경기철산중학교 35 중장거리 전도현 전남 여선중학교

6 투척 손채연 경기 경기철산중학교 36 중장거리 서성균 전남 여선중학교

7 단거리 이시몬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37 도약 박종현 전남 여선중학교

8 단거리 김지혜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38 단거리 이예진 전북 이리동중학교

9 중장거리 노용진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39 중장거리 최준홍 전북 이리동중학교

10 단거리 김나영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40 중장거리 최유슬 전북 이리동중학교

11 중장거리 박정한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41 도약 김성현 전북 이리동중학교

12 투척 김희준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42 도약 박정민 전북 이리동중학교

13 투척 부건호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43 중장거리 정시우 충북 제천내토중학교

14 투척 이정우 경기 경기체육중학교 44 도약 장용준 충북 제천내토중학교

15 중장거리 김도엽 경기 광명북중학교 45 단거리 조영민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16 중장거리 서지원 경기 광명북중학교 46 중장거리 최세훈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17 중장거리 이석하 경기 광명북중학교 47 중장거리 이대환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18 투척 장민수 경기 광명북중학교 48 중장거리 김호연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19 투척 윤은철 경기 광명북중학교 49 중장거리 정현주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0 중장거리 김영현 경남 내동중학교 50 중장거리 정혜원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1 중장거리 김영현 경남 내동중학교 51 단거리 이창윤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2 도약 안진경 경남 내동중학교 52 중장거리 황정림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3 중장거리 이유정 대전 대전동산초등학교 53 도약 박성민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4 도약 천영수 대전 대전동산초등학교 54 도약 김선주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5 도약 이영빈 대전 대전동산초등학교 55 도약 박혜정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6 단거리 최수진 부산 주례여자중학교 56 도약 김민수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7 중장거리 박규리 부산 주례여자중학교 57 도약 전영서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8 단거리 이명은 서울 성보중학교 58 투척 김해리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29 중장거리 김수진 서울 성보중학교
59 투척 정민승 전남 전남체육중학교

30 단거리 박선우 전남 목포하당중학교

0 종 목 : 혼합

0 소 집 : 6월27일(금) 13시까지

0 명 단



2014 육상 꿈나무 선발 측정 안내문

■ 측정장소 : 진천선수촌 내 실내 테니스 경기장

■ 측정시간 : 2014년 6월 25일 ~ 27일 오전 9시, 오후 1시
   - 8시 30분, 13시 00분부터 체육관 내 지정구역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 8시 30분, 13시 00분 예비소집을 진행하겠습니다.

■ 실내용 운동화(必) 지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수영장 옆 1, 2주차장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흡연은 지정 된 장소내.
  - 구역 외 흡연 적발 시 퇴촌조치



측정항목

종  목 세부종목 요인(%) 세부요인 평가항목
비율
(%)

육  상 단거리

체격
(100)

길이요인 하지장/신장(%) 20

무게요인

제지방체중지수(LBMI) 30

BMI(kg/㎡) 20

체지방률(%FAT)(-)★ 10

둘레요인 발목둘레/대퇴둘레(%)(-)★ 20

체력
(100)

근    력
각근력(kg) 15

배근력(kg) 15

근 파 워

제자리멀리뛰기(cm) 10

30m 달리기(초):1/100(-)★ 10
윈게이트
테스트 최고파워(W/kg) 20

근지구력 윈게이트
테스트 평균파워(W/kg) 20

민 첩 성 반응시간-소리(초):1/1000(-)★ 5

유 연 성 하지전후개각( ˚) 5

※ 심리검사(특성불안, 집중력)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임



종  목 세부종목 요인(%) 세부요인 평가항목
비율
(%)

육  상 중장거리

체격
(100)

길이요인
하지장/신장(%) 15

좌고/신장(%)(-)★ 15

무게요인

제지방체중지수(LBMI)(-)★ 10

BMI(kg/㎡)(-)★ 30

체지방률(%FAT)(-)★ 30

체력
(100)

근 파 워
100m 달리기(초):1/100(-)★ 15

윈게이트
테스트 최고파워(W/kg) 10

근지구력
윈게이트
테스트 평균파워(W/kg) 25

400m 달리기(초):1/100(-)★ 20

심폐지구력 점증왕복오래달리기(회) 30

※ 심리검사(특성불안, 집중력)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임



종  목 세부종목 요인(%) 세부요인 평가항목
비율
(%)

육  상
도  약
(높이
뛰기)

체격
(100)

길이요인
하지장/신장(%) 30

좌고/신장(%)(-)★ 20

무게요인
BMI(kg/㎡)(-)★ 20

체지방률(%FAT)(-)★ 30

체력
(100)

근    력
각근력(kg) 21

배근력(kg) 21

근 파 워
제자리높이뛰기(cm) 15

30m 달리기(초):1/100(-)★ 15

민 첩 성 반응시간-소리(초):1/1000(-)★ 6

유 연 성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cm) 7

엎드려윗몸뒤로젖히기(cm) 9

하지전후개각( ˚) 6

※ 심리검사(특성불안, 집중력)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임



종  목 세부종목 요인(%) 세부요인 평가항목
비율
(%)

육  상

도  약
(세단/
멀리
뛰기)

체격
(100)

길이요인
하지장/신장(%) 25
좌고/신장(%)(-)★ 15

무게요인
제지방체중지수(LBMI) 20
BMI(kg/㎡) 10
체지방률(%FAT)(-)★ 10

둘레요인 발목둘레/대퇴둘레(%)(-)★ 20

체력
(100)

근    력
각근력(kg) 20
배근력(kg) 20

근 파 워
제자리높이뛰기(cm) 11
제자리멀리뛰기(cm) 16
30m 달리기(초):1/100(-)★ 11

민 첩 성 반응시간-소리(초):1/1000(-)★ 4

유 연 성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cm) 6
엎드려윗몸뒤로젖히기(cm) 6
하지전후개각( ˚) 6

※ 심리검사(특성불안, 집중력)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임



종  목 세부종목 요인(%) 세부요인 평가항목
비율
(%)

육  상 투  척

체격
(100)

길이요인
하지장/신장(%) 25

지극(cm) 25

무게요인

비체중(kg/cm*100)(%) 20

제지방체중지수(LBMI) 20

체지방률(%FAT) 10

체력
(100)

근    력
악력 D(kg) 25

각근력(kg) 20

근 파 워

제자리높이뛰기(cm) 11

메디신볼던지기(앞)(cm) 18

메디신볼던지기(뒤)(cm) 11

유 연 성
앉아서윗몸앞으로굽히기(cm) 9
엎드려윗몸뒤로젖히기(cm) 6

※ 심리검사(특성불안, 집중력)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