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육 상 연 맹

수 신: 각 소속장

(경유)

제 목: 2018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등학교 중장거리육상경기대회 초청안내   

   1. 귀 소속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과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는 2018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등학교 중장거리육상경기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에 따라 귀 소속의 선수를 별첨과 같이 초청하고자 하오니 대회 참가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회 명 : 2018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등학교 중장거리육상경기대회

나. 일    자 : 2018.  9.  1(토)  1일간

다. 장    소 :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육상경기장

라. 주    최 : 대한육상연맹

마. 주    관 : 전라남도육상연맹   

바. 후    원 : 한국전력공사  

사. 종    별 : 남·여 중학교부, 남·여 고등학교부

                        - 중학교부(남,여) / 중학교1학년부(남,여)      : 800m,  3000m

                        - 고등학교부(남,여) / 고등학교1학년부(남,여)  : 1500m, 5000m 

아. 참가자격 : 각 종목별 상위선수 우선 초청 (1인 1종목)

자. 초청선수 지원사항 : 초청선수 및 지도자 숙식, 교통비 제공

                               - 숙박 : 2018. 8. 31(금) ~ 9. 2(일) 2박3일

                               - 식사 : 2018. 8. 31(금) 중식 ~ 9. 2(일) 조식

                               - 왕복 교통비 : 고속버스 요금 기준

                               - 훈련복(반팔/반바지) 지급

차. 초청선수단 집결

             - 일    시 : 2018.  8.  31(금) 14:00 

             - 장    소 : 빛가람호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36(송월동)) 

             - 프로그램, 선수표, 훈련복 지급 등    

카. 초청선수 명단 : 별첨

            

  첨 부 : 대회요강   1부.    끝.

    (사)대한육상연맹회장

★경기부 과장 조원재 부장 김정식 사무처장 김돈순 전무이사 김복주

시행 대륙 - 274 호 ( 2018.08.2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종합운동장) /   http://www.kaaf.or.kr

전화 02)414-3032 /전송 02) 414-7771 /   kaafj@naver.com /공개



초청선수 명단

□ 남자고등학교 15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성일 강릉명륜고등학교 류의진 강릉명륜고등학교

김하늘 강릉명륜고등학교 이현서 강릉명륜고등학교

남성준 경남체육고등학교 고지우 경기체육고등학교

김민호 경북영동고등학교 노용진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재웅 경북영동고등학교 김경민 경북체육고등학교

임형윤 경북영동고등학교 전성진 경북체육고등학교

홍형선 문창고등학교 김성은 배문고등학교

김대훈 양정고등학교 원천일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두태 전북체육고등학교 탁인후 서울체육고등학교

김상민 전북체육고등학교 김민서 울산고등학교

박평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최세훈 전남체육고등학교

이준성 전북체육고등학교 정다빈 전북체육고등학교

권민재 충남체육고등학교 남대현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수철 충남체육고등학교 조경현 충북체육고등학교

김민수 충북체육고등학교 홍진표 충북체육고등학교

김진범 충현고등학교 김도엽 충현고등학교

노현우 강릉명륜고등학교 이도영 충현고등학교

□ 남자고등학교 50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상욱 강릉명륜고등학교 우현민 경북체육고등학교

유기태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용찬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정진혁 경기체육고등학교 조영운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이성윤 경북체육고등학교 장준표 김해가야고등학교

박요진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이준호 남한고등학교

오의진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심규태 단양고등학교

박승희 단양고등학교 임신순 단양고등학교

이준수 단양고등학교 황인규 단양고등학교

김윤식 배문고등학교 김태호 마산구암고등학교

김홍록 배문고등학교 박영민 배문고등학교

박지원 배문고등학교 박주환 배문고등학교

이주호 배문고등학교 박준용 배문고등학교

최준호 배문고등학교 신용민 배문고등학교

이윤상 서울체육고등학교 오성일 배문고등학교

조형빈 서울체육고등학교 임태운 배문고등학교

박창인 영광공업고등학교 전재원 배문고등학교

신준호 영광공업고등학교 김보성 부산체육고등학교

양성복 영광공업고등학교 권현준 서울체육고등학교

강만세 전남체육고등학교 이승준 서울체육고등학교

김현준 전남체육고등학교 이승호 서울체육고등학교

송정원 전남체육고등학교 이호민 여천고등학교

정준성 전남체육고등학교 김경헌 영광공업고등학교

김기상 충남체육고등학교 김종현 영광공업고등학교

김성문 충북체육고등학교 김건오 울산고등학교

왕승호 충북체육고등학교 이효민 울산고등학교

김승현 강릉명륜고등학교 김호연 전남체육고등학교

김동혁 경기체육고등학교 조민혁 전남체육고등학교

박종학 경기체육고등학교 안종빈 충남체육고등학교

윤금성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종윤 충북체육고등학교

최진혁 경기체육고등학교 하헌구 충북체육고등학교



초청선수 명단

□ 여자고등학교 15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조현지 경북성남여자고등학교 　 박혜선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이현정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정혜인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김리경 김해가야고등학교김지현 속초여자고등학교 　

홍채민 남한고등학교김가경 전남체육고등학교 　

김가인 속초여자고등학교
심하영 충북체육고등학교 　

박수빈 영광공업고등학교
이서빈 충현고등학교 　

최유슬 이리여자고등학교
이하늘 경기체육고등학교 　

정현주 전남체육고등학교
허경진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진원 전북체육고등학교
정의지 경북체육고등학교 　

윤승태 충남체육고등학교

황지향 광주체육고등학교 　 정민주 충북체육고등학교

□ 여자고등학교 50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정해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권다혜 경북체육고등학교

최수인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김진주 경북체육고등학교

이유정 대전체육고등학교 양덕경 경북체육고등학교

김도희 서울체육고등학교 권하희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박수정 속초여자고등학교 김민경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박정빈 영광공업고등학교 진혜련 서울체육고등학교

심효선 충북체육고등학교 최민정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지은 충북체육고등학교 김성은 속초여자고등학교

김민정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현진 영광공업고등학교

임지수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수경 전남체육고등학교

김지은 경남체육고등학교 정혜원 전남체육고등학교

강화랑 경북체육고등학교 이유진 포항두호고등학교



초청선수 명단

□ 남자중학교 8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한현수 경기동부중학교 박상훈 고창중학교

한태건 경기용인중학교 오지원 고창중학교

이준서 경기체육중학교 최재혁 대흥중학교

김성은 대흥중학교 조현욱 배문중학교

김도윤 속초중학교 박준영 부산체육중학교

김용빈 양정중학교 변성현 부산체육중학교

안도현 충북영동중학교 강동석 안동길주중학교

정민석 해룡중학교 정태준 울산중학교

이재형 경기용인중학교 윤시우 이리동중학교

이강희 경북체육중학교 안성현 충일중학교

□ 남자중학교 30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우 경기신한중학교 　 이범수 광명북중학교

손현준 경기체육중학교 　 김민수 남원중학교

신영한 대흥중학교 　 이용일 남원중학교

김은성 배문중학교 　 김시현 단양중학교

김은혁 배문중학교 　 김규진 대전체육중학교

김재현 배문중학교 　 정승균 대전체육중학교

유우진 배문중학교 　 김가람 배문중학교

임재만 봉황중학교 　 김은빈 배문중학교

이문걸 부산체육중학교 　 심규현 배문중학교

손강훈 속초중학교 　 오성윤 배문중학교

김지일 전남체육중학교 　 이정훈 배문중학교

김태훈 충북영동중학교 　 한승엽 배문중학교

정의찬 충일중학교 　 허태성 배문중학교

김영재 경기동부중학교 　 김수용 법성중학교

강민규 경기신한중학교 　 정원준 서생중학교

김민준 경기신한중학교 　 김필기 속초중학교

여건 경기신한중학교 　 김천의 위미중학교

유영무 경기신한중학교 　 최유빈 인제중학교

고재욱 경기체육중학교 　 정승화 전남체육중학교

김민석 경기체육중학교 　 고동욱 제주중학교

원주희 경북체육중학교 　 황인호 충주중학교

정민국 경북체육중학교 　 김성우 해룡중학교

김진만 광명북중학교 　 허강훈 고창중학교



초청선수 명단

□ 여자중학교 8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소민 경기체육중학교 　 박해진 경북성남여자중학교

김민승 김천한일여자중학교 　 정혜린 경북체육중학교

백예진 김천한일여자중학교 　 이바다 김천한일여자중학교

최서영 대전체육중학교 　 양민경 대전구봉중학교

신민희 서생중학교 　 이선하 대전체육중학교

박다해 신정여자중학교 　 서예은 복주여자중학교

송영서 신정여자중학교 　 김시온 서울체육중학교

윤지원 영광여자중학교 　 안세민 성보중학교

정윤서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배소영 신정여자중학교

천주현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신지효 조치원여자중학교

박서연 경기동부중학교 진승연 홍성여자중학교

□ 여자중학교 3000m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윤선 경기동부중학교 　 이규림 광주체육중학교

박정은 김천한일여자중학교 　 최인녕 김천한일여자중학교

강도현 신성여자중학교 　 문유경 서생중학교

박소희 전남체육중학교 　 지희원 서울체육중학교

이예원 충북영동중학교 　 유소빈 설악여자중학교

박미애 가좌여자중학교 　 오은채 신정여자중학교

김다정 경기체육중학교 　 이준서 영광여자중학교

연유빈 경북성남여자중학교 　 서은영 전남체육중학교

신한슬 경북체육중학교 　 이민주 전남체육중학교

김소윤 경안여자중학교 　 이보라 전북체육중학교

박상희 광주체육중학교 　 주은희 홍성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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