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대한빙상경기연맹

2010. 9. 15 (수)
        TEL.    [02) 422-6165

        FAX    [02) 423-8097

1. 빙상취재를 위한 기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 25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10/201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대회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제 24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10/201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자격대회

     나. 일    시 : 2010년 9월 18일(토) ~ 19(일) 11:00

     다. 장    소 : 탄천종합운동장 內 실내빙상장

     라. 국제심판 : János Hernádi, Kenneth Pendrey, Yuma Masahide
     마. 경기종목 : 1500m, 500m, 1000m, 3000m S.F

     바. 참가선수 : 총 115명  (남72명, 여43명)

    

남자선수 김재한 대구빙상 성시백 용인시청 이창현 경신고 이미연 광문고 최정원 고려대

강민수 경희대 김준천 경희고 송경택 고양시청 이한빈 한국체대 전예진 세화여고 박연정 광문고

강전형 경희대 김지환 연세대 송명호 단국대 이현성 강릉시청 조원희 신목고 이승진 평촌고

강지훈 경희대 김찬욱 서울시청 송승우 한국체대 장원훈 한국체대 변천사 고양시청 권수현 성남시청

기우주 한국체대 김철민 부흥고 신명준 광문고 정준호 서현고 손수민 경희대 최지현 청주여고

김광민 오성중 김태훈 한국체대 신우철 고양시청 조남규 서울시청 이소연 행신고 송재원 유봉여고

김광태 경신고 김현곤 용인시청 신준연 단국대 조수훈 단국대 이소희 경희대 김담민 불암중

김교승 경희대 김환이 한국체대 안현수 성남시청 주형준 성남시청 조해리 고양시청 노아름 한국체대

김도겸 서현고 노진규 경기고 엄천호 한국체대 차민규 동북고 진선유 단국대 선진영 세화여고

김도형 경신고 박상준 경신고 유기석 강릉시청 최준영 동북고 허희빈 단국대 신새봄 한국체대

김범석 성남시청 박세영 수원경성고 유동균 고려대 한승수 단국대 김보라 정화여고 양신영 한국체대

김병준 경기고 박인욱 경기고 윤성필 신목고 홍성호 신목고 김보름 정화여고 정은주 한국체대

김병준 경희대 박주석 동북고 윤태식 한국체대 황재민 경희대 김민정 용인시청 황현선 세화여고

김상헌 신목고 박준석 상무고 윤혁 단국대 여자선수 김영아 신목고 계민정 전북도청

김선진 계명대 박준석 명지대사회교육원 이동건 경신고 전다혜 강릉시청 류빛나 용인시청 김혜영 전북도청

김성일 단국대 박진수 세화고 이동환 고양시청 전지수 강릉시청 안세정 상계중 오영주 전북도청

김성한 한국체대 박진환 고양시청 이성훈 강릉시청 강윤미 서울시청 윤나리 광문고 천희정

김완상 서울시청 배대건 관동대 이승재 전북도청 김별이 행신고 이은별 고려대

김용성 중안대 서이라 서현고 이일용 행신고 배소라 성신여대 이하경 경희대

김윤재 고려대 서정수 행신고 이재경 성남시청 신아름 서울시청 정바라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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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