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상경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꿈나무선수단으로 선발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할애를 요청하오니 육상경기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훈련개요

               1) 기    간 : 2016. 7. 30(토) - 8.18(목), 19박 20일

               2) 인    원 : 142명 (지도자 22, 선수 120)

               3) 훈련장소 및 소집일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대회종료일(30일)에 수송을 지원하오니 인솔책임자인 김유미 꿈나무 

부위원장의 인솔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10-9727-5898)

            나. 선수단 준비사항

                1) 개인 훈련장비 및 도구

                2) 개인 필기도구

                3) 보험가입을 위한 지도자 및 선수의 개인정보 (주민번호 등)

“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대 한 육 상 연 맹

대한체육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에 따른 시간할애 요청

종 목 훈련장소 소집장소(☎) 소집일시 비 고

단거리/허들

보은공설운동장

그랜드 호텔

(043-542-2500)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 7길

 2016. 7. 30(토) 

15:00-

중장거리/경보

도약

투척



            다. 요청사항

                1) 시간할애기간 : 2016. 7.30(토) - 8.18(목), 20일간

            라. 명단 및 훈련일정 : 별도 첨부

 

            마. 문의사항 : 대한육상연맹 사원 노승관 (02-414-3032)

별      첨 : 2016 꿈나무선수 하계합숙 훈련일정 및 명단 1부.  끝.

(사)대한육상연맹회장

수신

천일초등학교장, 성일중학교장, 덕계중학교장, 거제중앙중학교장, 철산중학교장, 주례여자중학

교장, 충주여자중학교장, 전남체육중학교장, 전곡초등학교장, 진남여자중학교장, 고창초등학교

장, 서울염창초등학교장, 독정초등학교장, 강원체육중학교장, 가평초등학교장, 봉일천중학교

장, 거창중학교장,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마초등학교

장, 가수원초등학교장, 익산어양중학교장, 석우중학교장, 인천동방중학교장, 광명초등학교장, 

광주체육중학교장, 묵호중학교, 용문중학교장, 해인중학교장, 월배중학교장, 상탄초등학교장, 

서룡초등학교장, 동명초등학교장, 가평중학교장,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장, 봉담중학교장, 와동

중학교장, 합포중학교장, 이리동중학교장, 용인중학교장, 신장초등학교장, 대야초등학교장, 이

리초등학교장, 고창중학교장, 음성중학교장, 울산중학교장, 충일중학교장, 서산중학교장, 양양

중학교, 광명북중학교장, 태안중학교장, 제주중학교장, 당산초등학교장, 삼양초등학교장, 소래

초등학교장, 옥천여자중학교장, 각리중학교장, 신정여자중학교장, 영동중학교장, 서산여자중학

교장, 조치원여자중학교장, 진천삼수초등학교장, 목포하당중학교장, 대흥중학교장, 문원초등학

교장, 여선중학교장, 불광중학교장, 동명중학교장, 초계중학교장, 저동중학교장, 안양초등학교

장, 홍성초등학교장, 신진초등학교장, 전북체육중학교장, 이리팔봉초등학교장, 성서초등학교

장, 동주중학교장, 반곡중학교장, 금산동중학교장, 동부중학교장, 홍주중학교장, 내혜홀초등학

교장, 부평여자중학교장, 석정여자중학교장, 월촌중학교장,해미중학교장

★사원 노승관 사무국장 김돈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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