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상경기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에서는 2017년도 꿈나무선수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력측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교 소속의 선수가 종목별 일정에 맞추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체력측정 개요

            가. 체력측정 일정

            나. 선수 준비사항

              1) 체력측정 시 운동화, 반바지, 반팔티 착용(경기복 착용 무방함)

            다. 교통비 및 중식비 제출양식 (6.26.월요일까지 제출 요망)

         ※ 대한육상연맹 팩스(02-414-7771) 또는 이메일(ktk0810@hanmail.net)로 제출

           - 지도자와 선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출바랍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기한 내에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꿈나무선수 체력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기한 내(06.26.월)에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7330』일주일에 3번! 하루30분 운동!

대 한 육 상 연 맹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꿈나무선수 선발 체력측정 실시 안내

종 목 일 시 장 소 비 고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투척

6.28(수) 09:00 ~

진천선수촌

일부학교 

오후 측정 

진행

6.29(목) 09:00 ~

6.30(금) 09:00 ~

구 분 소 속 성 명 계좌번호(은행) 연락처

인솔지도자

선수



            라. 교통비 및 중식

               1) 교통비 : 15,000원 ×2회 = 30,000원

               2) 중식비 : 8,000 × 1회 = 8,000원

            마. 집합 관련사항

               1) 체력측정일 09:00까지 진천선수촌 정문 방문자센터에서 소집 후          

                  테니스경기장으로 이동(주소: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732)

               2) 체력측정장 안에는 선수만 입장 할 수 있으며, 소속 지도자 및           

                  학부모는 입장 불가 하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문의사항

                1) 대한육상연맹 김태경 사원(☎02-414-3033, 010-2080-4799)

붙임) 1.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2. 꿈나무 선발 체력측정 명단(소속별) 1부.

      3. 종목별 측정 항목 1부.

      4. 진천선수촌 안내문 1부.   끝.



(사)대한육상연맹회장

수신

길주중학교장, 구곡초등학교장, 설악여자중학교, 석정여자중학교장, 성북초등학교장, 원주여자

중학교장, 정선초등학교장, 강원체육중학교장, 남산초등학교, 거제중앙중학교장, 거창대성중학

교장, 광명북중학교장, 동부중학교장, 사우초등학교장, 신한중학교장, 용인중학교장, 전곡중학

교장, 철산중학교장, 가평중학교장, 관양중학교장, 금파중학교장, 능곡중학교장, 단원중학교

장, 덕정중학교장, 문산수억중학교장, 부천부곡중학교장, 부천여자중학교장, 서면초등학교장, 

석우중학교장, 송운중학교장, 시곡중학교장, 신하초등학교장, 용마초등학교장, 용인성산초등학

교장, 정지초등학교장, 경기체육중학교장, 합포중학교장, 중곡초등학교장, 거창중학교장, 대산

중학교장, 신안초등학교장, 신진초등학교장, 강구중학교장, 경북체육중학교장, 계림중학교장, 

고령초등학교장, 포은초등학교장, 형곡중학교장, 도봉초등학교장, 성남여자중학교장, 영해중학

교장, 의성중학교장, 인평초등학교장, 계룡중학교장, 고창여자중학교장, 광양백운중학교장, 광

양북초등학교장, 비아중학교장, 수문초등학교장, 광주체육중학교장, 구월여자중학교장, 나주중

앙초등학교장, 성산중학교장, 대구월서초등학교장, 동명중학교장, 가수원초등학교장, 대전관평

초등학교장, 대전구봉중학교장, 대전대동초등학교장, 대전송촌중학교장, 동송초등학교장, 목포

하당중학교장, 목포서부초등학교장, 주례여자중학교장, 부산대신중학교장, 동주중학교장, 동주

초등학교장, 송정초등학교장, 부산체육중학교장, 서울강신초등학교장, 백운중학교장, 서울염창

초등학교장, 서울체육중학교장, 세종도원초등학교장, 조치원대동초등학교장, 순천금당중학교

장, 동명초등학교장, 온양중앙초등학교장, 울산중학교장, 남외초등학교장, 서생중학교장,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장, 월평초등학교장, 전하초등학교장, 천상초등학교장, 대소초등학교장, 팔봉

초등학교장, 익산어양중학교장, 인동초등학교장, 인천남중학교장, 인천논곡초등학교장, 인천당

하중학교장, 인천도화초등학교장, 인천동방중학교장, 인천석남초등학교장, 인천일신초등학교

장, 일곡초등학교장, 전라중학교장, 진남여자중학교장, 전남체육중학교장, 함평초등학교장, 화

순초등학교장, 격포초등학교장, 대아초등학교장, 고창중학교장, 남원중학교장, 순창여자중학교

장, 이리중학교장, 이리팔봉초등학교장, 익산지원중학교장, 임실초등학교장, 정읍초등학교장, 

태인초등학교장, 제주중학교장, 조치원중학교장, 진천중학교장, 천안오성중학교장, 서림초등학

교장, 서산중학교장, 홍성여자중학교장, 부여여자중학교장, 서산여자중학교장, 홍남초등학교

장, 홍주초등학교장, 대소중학교장, 삼양초등학교장, 영동초등학교장, 옥천여자중학교장, 음성

중학교장, 죽향초등학교장, 충일중학교장, 탄금초등학교장, 충주여자중학교장, 충주중학교장, 

대흥중학교장, 횡성중학교장, 내토중학교장

★사원 김태경 사무처장
06/23
김돈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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