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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에 따른 시간할애 요청

1. 육상경기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소속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을 대구육상진흥세터(단거리 ‧ 도약) 및  충북 보은 

(중장거리 ‧ 투척)에서 실시하는 바, 꿈나무선수로 선발 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할애를 요청하오니 육상경기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훈련개요

   1) 기    간 : 2018. 12. 27.(목) ~  2019. 01. 06.(일), 10박11일

   2) 인    원 : 142명(지도자 22명, 선수 120명)

   3) 훈련장소 및 소집일시

        

 나. 선수단 준비사항 : 개인훈련장비 및 용구, 개인 세면도구 등 지참

 다. 요청사항

   1) 시간할애기간 : 2018. 12. 27.(목) ~ 2019. 01. 06.(일), 11일간

   2) 지도자 의견서 지참 - 훈련스케줄 ‧ 부상 및 몸상태 등 자세히 명시

 라. 명단 및 훈련일정 : 【붙임】

 마. 문의사항 : 대한육상연맹 사원 김태경(☎02-414-3033)



(사)대한육상연맹회장

수신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릉해람중학교장, 강원체육중학교장, 묵호중학교장, 반곡중학

교장, 원주여자중학교장, 정선중학교장, 가평중학교장, 문산수억중학교장, 광명북중학교장, 금

광초등학교장, 내혜홀초등학교장, 대원중학교장, 동부중학교장, 백현중학교장, 부천부곡중학교

장, 부천여자중학교장, 시흥중학교장, 안산부곡초등학교장, 운중초등학교장, 거제중앙중학교

장, 거창여자중학교장, 밀양중학교장, 수월초등학교장, 대흥중학교장, 인동초등학교장, 형곡중

학교장, 북삼중학교장, 소천초등학교장, 포은초등학교장, 수문초등학교장, 비아중학교장, 대구

체육중학교장, 성산중학교장, 가수원초등학교장, 대전구봉중학교장, 동명중학교장, 대전송촌중

학교장, 동주초등학교장, 동주중학교장, 송정초등학교장, 중현초등학교장, 주례여자중학교장, 

서울구의초등학교장, 성보중학교장, 신정여자중학교장, 서울염창초등학교장, 서울중곡초등학교

장, 천호중학교장, 행당중학교장, 조치원여자중학교장, 조치원중학교장, 서생중학교장, 울산스

포츠과학중학교장, 구월여자중학교장, 인천남중학교장, 인천논곡초등학교장, 부원중학교장, 인

천부평남초등학교장, 인화여자중학교장, 나주중앙초등학교장, 동명초등학교장, 전남체육중학교

장, 고창여자중학교장, 고창중학교장, 고창초등학교장, 남원중학교장, 이리동중학교장, 이리초

등학교장, 이리팔봉초등학교장, 전라중학교장, 전북체육중학교장, 계룡중학교장, 봉황중학교

장, 서산여자중학교장, 원당중학교장, 임천중학교장, 태안중학교장, 홍남초등학교장, 홍성여자

중학교장, 보은중학교장, 영동중학교장, 충주여자중학교장, 충주중학교장, 울산중학교장, 진남

여자중학교장, 천안오성중학교장

사원 김태경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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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순

협조자

시행 대한육상연맹-3902 ( 2018.12.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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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계획 및 명단 1부.

      2. 지도자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