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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9.(금) 오후 3시

○ 장

소 : 대한장애인체육회 소회의실

○ 참석인원 : 5명(위원4, 간사1)
- 위원 : 김채규, 문현규, 조윤정, 김가령
- 간사 : 김문선

2. 심의결과
심의안건

의 안 내 용

심의결과

제1호

2019년 후보선수 훈련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의 건

원안의결

제2호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의 건

원안의결

붙 임 1) 제4차 전문체육위원회 개최결과 주요내용 1부.
2) 제4차 전문체육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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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4차 전문체육위원회 개최결과 주요내용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의 건- 원안 의결
 관련근거 :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9조(세계선수권대회 선발방침) ① 3회 이상의 선발전(국내대회를 겸할 수 있음)
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선발전은 WA 규정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따른다.
③ 국내 3~4개 대회 종목별 상위 입상자로 한다.
④ 세부사항은 본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선발방침
2019년 ~ 2020년 8개 국내대회에서 점수를 합산하여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한다.
 선발인원
2019년 ~ 2020년 8개 국내대회 종목별 상위 입상자로 한다.
※ 세부 종목별 선발인원은 체육회 사업예산에 따라 추후 확정하되, 별도로 정한 자체 최소
자격기준 점수(MQS)에 따라 세부 종목별로 선발인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경기일정
- 2019년
· 1차 (제1회 협회장배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 5월 10일(금) ~ 12일(일)
· 2차 (제1회 서울시장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 6월 20일(목) ~ 22일(토)
· 3차 (제3회 대구시장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 7월 19일(금) ~ 21일(일)
· 4차 (2019 함평 전국장애인양궁대회) : 9월 20일(금) ~ 22일(일)
- 2020년
· 5차, 6차, 7차, 8차 : 2020년 정기이사회 의결 후 추후 공지
 선발방법(절차)
선수 개인별로 상기 8개 국내대회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세
부 종목별 상위 입상자를 선정한다.
가. 1차전부터 8차전까지의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 8개를 아래의 방식으로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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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점수 산정 방식>
• 종목별 랭킹라운드(720라운드) 참가선수 전원에게 역 배점을 부여한다.
• 종목별 토너먼트 참가선수 전원에게 역 배점을 부여하되, 종목별(리커브오픈/컴파운드오픈/W1오픈)
토너먼트 64강, 32강, 16강, 8강전에서 탈락한 선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리커브 오픈 : 3세트까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컴파운드 오픈 / W1 오픈 : 5엔드까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
 만약 총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골드(10점) 수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그래도 총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X텐(과녁 정중앙 10점 만점) 수로 결정한다.

나. 위에서 산정된 8개의 점수 중 최하위 점수 2개를 제외하고, 상위 6개의 점수만을 최
종 합산 대상 점수로 본다. ※ 단, 8차전에서 획득한 점수는 최하위에 해당하더라도 제외
대상 점수로 보지 않는다.
다. 최근 대회 점수에 가중치를 두기 위하여, 나)에서 명시한 최종 합산 대상 6개의 점
수 중 그 일부가 1차전부터 4차전까지의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점수의 30%만을 인정한다. (5차전부터 8차전까지의 점수는 100% 인정).
라. 위 절차에 따라 최종 합산된 점수로 세부 종목별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했
을 경우 아래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8차전 총 배점 합산점수 상위자로 한다.
② 8차전 토너먼트 상위자로 한다.
③ 8차전 랭킹라운드(더블) 합산점수 상위자로 한다.
④ 8차 선발전 랭킹라운드 골드 수 상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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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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