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종목별 경기
<국내대회>

궁도
제50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4.6~10, 전남 영광)
[개인전] •노년부 이덕근(산청 몽학
정) •남자부 임완성(울산 공원정) •여
자부 오향숙(여수 무선정) •실업부 김
영국(전북체육회)
[단체전] 경상북도
제5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궁도
대회
(4.28, 충남 아산)
[개인전] 이상진(경북)
[단체전] 경상북도
제31회 회장기 전국대회
(5.19~23, 강원 평창)
[단체전] •시도대항전-경상남도 •
정대항전-횡성 태풍정
2017 전국사두 및 사정대항대회
(6.23~27, 전북 정읍)
[개인전] 정용(고흥 문무정)
[단체전] 김천 김산정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
체육전국대회
(8.31~9.5, 충북 충주)
[개인전] •노년부 장대영(시흥 시흥
정) •남자부 서석범(대전 대덕정) •여
자부 오향숙(여수 무선정)
[단체전] 부안 심고정
제33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
(11.10~15, 전남 나주)
[개인전] •각궁부 이면우(청양 청무
정) •카본궁부 구경수(고성 철성정)
제25회 명궁대회
(11.11, 전남 나주)
[개인전] •이일규(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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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
(3.15∼26, 경북 경산 송화럭비구장)
[중등부] ①서울사대부중
[고등부] ①명석고
[대학A] ①연세대
[대학B] ①원광대
[일반부] ①한국전력공사
제37회 충무기 전국중고럭비대회
(4.10∼16, 충남 천안)
[중등부] ①연수중
[고등부] ①서울사대부고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27∼30, 충남 예산공설운동장)
①서울사대부중
제70회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
(6.24∼30, 충남 예산공설운동장)
[중등부] ①연수중
[고등부] ①부천북고
[대학부] ①경희대
[일반부] ①현대글로비스
제28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
권대회
(7.22∼30, 전남 강진 공설운동장)
[중등부] ①서울사대부중
[고등부] ①명석고
[대학부] ①고려대
[일반부] ①한국전력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럭비대회
(8.11∼17, 강원도 영월공설운동장)
[중등부] ①연수중
[고등부] ①부천북고
2017 전국 7인제 럭비 1차 대회
(8.18∼20, 강원도 영월 하늘샘 구장)
①한국전력
제98회 전국체육대회
(10.20∼26, 충북 청주)
[고등부] ①서울-양정고
[대학일반부] ①전남-한국전력

<국제대회>
2017 아시아 럭비 여자 7인제 트로피
대회
(2.17∼18, 라오스) ①위
2017 아시아 여자럭비 보르네오 7인
제 대회
(3.17∼19,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③위
2017 WSS 홍콩 7인제 대회
(4.7∼9, 홍콩) (16위)
2017 아시아 럭비 챔피언십
(4.22∼6.3, 한국, 일본, 홍콩) ③위
2017 20세 이하 아시아 7인제 대회
(8.4∼7, 홍콩, 말레이시아) ④위
제25회 18세 이하 한중일 주니어 종
합대회
(8.23∼29, 일본) ③위
2017 아시아 세븐시리즈 1차대회
(9.1∼2, 홍콩) ③위
2017 아시아 세븐시리즈 2차대회
(9.23∼24, 한국)
[남자] ①위
[여자] ⑧위
2017 아시아 세븐시리즈 3차대회
(10.13∼14, 스리랑카)
[남자] ④위
[여자] ⑧위

레슬링
<국내대회>
제11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11.30~12.6,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남자일반부] ※G:그레코로만형, F:자
유형
•G85㎏-류주현(구로구청) •G66㎏
-김은빈(조폐공사) •F74㎏-이윤한(상
무) •F97㎏-윤찬욱(수원시청) •G130
㎏-홍현희(울산남구청) •F125㎏-김
동환(상무) •F57㎏-박창준(환경공단)
•F61㎏-최인상(수원시청) •F65㎏-김
영민(수원시청) •F70㎏-박진배(전북도
청) •F86㎏-강대규(구로구청) •G71㎏

-김정민(수원시청) •G75㎏-박대건(제
주도청) •G80㎏-유연탁(상무) •G98
㎏-김용남(울산남구청)
[여자일반부] ※여자는 자유형
•48㎏-오현영(유성구청) •55㎏-이
신혜(서울중구청) •63㎏-허정인(유성
구청) •60㎏-이지선(한남대) •53㎏김여진(제주도청) •58㎏ 김지은(용인대)
•75㎏-허남주(평창군청) •69㎏-배곤
지(창원시청)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
링대회
(7.21~27, 양구문화체육회관)
[남자일반부] ※G:그레코로만형, F:자
유형
•G85㎏-박해근(LH) •G66㎏-이지
연(전북도청) •F74㎏-이성호(충남도청)
•F97㎏-서민원(삼성생명) •G130㎏김현규(칠곡구청) •F125㎏-이세형(포
항체육회) •F57㎏-송현식(상무) •F61
㎏-유선호(상무) •F65㎏-양재훈(LH)
•F70㎏-이윤한(상무) •F86㎏-장우민
(환경공단) •G59㎏-김은빈(조폐공사)
•G71㎏-오상훈(창원시청) •G75㎏-윤
종규(창원시청) •G80㎏-신병철(부천시
청) •G98㎏-조효철(부천시청)
[여자일반부] ※여자는 자유형
•48㎏-강은주(충남도청) •55㎏-김
지은(용인대) •63㎏-황진영(창원시청)
•60㎏-최연우(유성구청) •53㎏-이유
미(칠곡구청) •58㎏-이소라(창원시청)
•75㎏-황은주(충남도청) •69㎏-서희
정(충남도청)
양정모올림픽 제패기념 제42회 KBS
배 전국레슬링대회
(4.1~7, 해남 우슬체육관)
[남자일반부] ※G:그레코로만형, F:자
유형
•G85㎏-류주현(구로구청) •G66㎏
-최규진(조폐공사) •F74㎏-김대성(수
원시청) •F97㎏-서창재(광주남구청)
•G130㎏-황종원(창원시청) •F125㎏김재강(칠곡군청) •F57㎏-이우주(수원
시청) •F61㎏-김수빈(평택시청) •F65
㎏-윤준식(광주남구청) •F70㎏-박진
배(전북도청) •F86㎏-강대규(구로구청)
•G59㎏-김상래(창원시청) •G71㎏-이
지연(전북도청) •G75㎏-김영하(수원시
청) •G80㎏-김진혁(조폐공사) •G98

㎏-이세열(조폐공사)
[여자일반부] ※여자는 자유형
•48㎏-강은주(충남도청) •55㎏-김
지은(용인대) •63㎏-최지애(대구체육
회) •60㎏-김한빛(평창군청) •53㎏이유미(칠곡구청) •58㎏-권현주(창원
시청) •75㎏-황은주(충남도청) •69㎏
-서희정(충남도청)

<국제대회>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5.7~15)
[그레코로만형] •66㎏-오상훈 1위
•71㎏-김지훈 3위 •75㎏-박대승 2위
•80㎏-김준형 2위 •98㎏-김승준 2위
•130㎏-김민석 3위
[자유형] •65㎏-이승철 2위 •97㎏서민원 3위
[여자 자유형] •53㎏-김형주 3위
•63㎏-황진영 3위 •69㎏-박현영 3위
세계선수권대회
(8.21~27, 프랑스 파리)
[남자 그레코로만형] •59㎏-김승학
3위 •66㎏-류한수 1위

롤러
<국내대회>
제36회 전국남녀종별롤러대회
(3.30~4.2, 경북 김천시)
[남자고등부] •T300m-송제언
(영남공고) •500m-최웅규(경포고)
•1,000m-천종진(서원고) •P5,000m박채운(중경고) •EP10,000m-정병희
(서원고) •E15,000m-정병희(서원고)
•3,000m계주-서원고
[여자고등부] •T300m-강민서
(경포고) •500m-박정원(혜화여고)
•1,000m-강민서(경포고) •P5,000m나영서(중경고) •EP10,000m-강수진(한
국호텔관광고) •E15,000m-강수진(한국
호텔관광고) •3,000m계주-여수충무고
[남자대학부] •T300m-박종원(경운
대) •500m-박종원(경운대) •1,000m김선영(가톨릭관동대) •P3,000m-김찬
호(가톨릭관동대) •3,000m계주-가톨
릭관동대
[여자대학부] •T300m-박성미(경운
대) •500m-박성미(경운대) •1,000m-

박인영(경운대)
[남자일반부] •T300m-이명
규(안동시청) •500m-박건우(경
남도청) •1,000m-김진영(안동
시청) •P5,000m-이영우(오산시
청) •EP10,000m-이훈희(오산시청)
•3,000m계주-경남도청 •2,000m추
월-대구시청
[여자일반부] •T300m-안이
슬(청주시청) •500m-임진선(경
남도청) •1,000m-안이슬(청주
시청) •P5,000m-유가람(안양시
청) •EP10,000m-유가람(안양시
청) •E15,000m-장수지(여수시청)
•3,000m계주-대전시설관리공단
•2,000m추월-여수시청
제2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롤러경기대회
(8.5∼8, 전남 나주롤러경기장)
[남자고등부] •T300m-송제언
(영남공고) •500m-최용규(경포고)
•1,000m-천중진(서원고) •P5,000m안성민(경포고) •EP10,000m-정병희
(서원고) •E15,000m-정병희(서원고)
•3,000m계주-충북선발
[여자고등부] •T300m-강민서(경
포고) •500m-최정미(광양제철고)
•1,000m-강민서(경포고) •P5,000m나영서(중경고) •EP10,000m-강수진(한
국호텔관광고) •E15,000m-강수진(한국
호텔관광고) •3,000m계주-충북선발
[남자대학일반부] •T300m-이
명규(안동시청) •500m-이명규
(안동시청) •1,000m-정철원(은평
구청) •P5,000m-김지원(논산시
청) •EP10,000m-손근성(경남도
청) •E15,000m-손근성(경남도청)
•3,000m계주-경남도청
[여자대학일반부] •T300m-임진선
(경남도청) •500m-임진선(경남도청)
•1,000m-이슬(경남도청) •P5,000m이나나(인천서구청) •EP10,000m-우효
숙(안동시청) •E15,000m-이슬(경남도
청) •3,000m계주-경남도청
제36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
대항 롤러경기대회
(11.11∼14, 경북 구미시)
[남자고등부] •T300m-최용규(경포
고) •500m-천종진(서원고)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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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규(중경고) •P5,000m-박채운
(중경고) •EP10,000m-안성민(경포
고) •E15,000m-김영훈(충남체고)
•3,000m계주-경포고
[여자고등부] •T300m-정희진
(충남체고) •500m-나영서(중경
고) •1,000m-정희진(충남체고)
•P5,000m-오지은(대구혜화여고)
•EP10,000m-강수진(한국호텔관광고)
•E15,000m-이종경(한국호텔관광고)
•3,000m계주-여수충무고
[남자대학부] •T300m-박종원(경운
대) •500m-박종원(경운대) •1,000m안정인(목포대) •P3,000m-김찬호(가톨
릭관동대) •3,000m계주-가톨릭관동대
[여자대학부] •T300m-박성미(경운
대) •500m-박성미(경운대) •1,000m박인영(경운대) •P3,000m-박인영(경운
대)
[남자일반부] •T300m-박형
상(여수시청) •500m-허봉(부산
서구청) •1,000m-정철원(은평
구청) •P5,000m-정홍래(안양시
청) •EP10,000m-이영우(오산시
청) •EP15,000m-이병찬(은평구청)
•3,000m계주-안동시청 •2,000m추
월-은평구청
[여자일반부] •T300m-임진선(경
남도청) •500m-임진선(경남도청)
•1,000m-이슬(경남도청) •P5,000m정혜수(은평구청) •EP10,000m-유가람
(안양시청) •E15,000m-서소희(한라시
멘트) •2,000m추월-안양시청

<국제대회>
2017 남원코리아오픈
(4.20∼26, 전북 남원롤러경기장)
[남자고등부 트랙] •T300m-①
송제언(영남공고) •500m-①송제
언(영남공고) •1,000m-①김태양(동
안고) •EP10,000m-①정병희(서원
고) •E15,000m-①정병희(서원고)
•3,000m계주-①영남공고
[여자고등부 트랙] •T300m-①
강민서(경포고) •500m-①최정미
(광양제철고) •1,000m-①강민서(경
포고) •EP10,000m-①안선하(한솔
고) •E15,000m-①양도이(전북여고)
•3,000m계주-①여수충무고
[남자대학일반부 트랙] •T300m①김진영(안동시청) •500m-①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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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청) •1,000m-①최광호(대구
시청) •EP10,000m-①최광호(대구시
청) •E15,000m-①손근성(경남도청)
•3,000m계주-전북체육회
[여자대학일반부 트랙] •T300m①안이슬(청주시청) •500m-①안이
슬(청주시청) •1,000m-①안이슬(청주
시청) •EP10,000m-①유가람(안양시
청) •E15,000m-①유가람(안양시청)
•3,000m계주-청주시청
[남자고등부 로드] •P10,000m-①
정병희(서원고) •E20,000m-①정병희
(서원고) •1바퀴 스프린트-①김태양
(동안고) •70m-②김준우(창원남산고)
•5,000m계주-①서원고
[여자고등부 로드] •P10,000m-①양
도이(전북여고) •E20,000m-①김진영
(한솔고) •1바퀴 스프린트-①최정미(광
양제철고) •70m-①김진영(한솔고)
[남자대학일반부 로드] •P10,000m①최광호(대구시청) •E20,000m-①이
훈희(오산시청) •1바퀴 스프린트-①임
정훈(전북체육회) •70m-①이기원(강릉
시청) •5,000m계주-①대구시청
[여자대학일반부 로드] •P10,000m①유가람(안양시청) •E20,000m-①유
가람(안양시청) •1바퀴 스프린트-①안
이슬(청주시청) •70m-①안이슬(청주시
청) •5,000m계주-①경남도청
2017 세계 롤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권대회
(9.3∼9, 중국 난징)
[남자 트랙] •500m-②홍승기
[여자 트랙] •T300m-③안이슬
•500m-②안이슬 •계주-②한국
[남자 로드] •100m 스프린트-③김진영

배드민턴
<국내대회>
2017 전국봄철종별리그전
(3.17∼24, 4.25~5.1, 경남 밀양시, 경
북 김천시)
[남자고등부] •단체-매원고
[여자고등부] •단체-범서고
[남자대학부] •단체-동의대
[여자대학부] •단체-한국체대
[남자일반부] •단체-삼성전기
[여자일반부] •단체-MG새마을금고

제60회 전국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
(6.3∼10, 전남 장흥, 영암, 강진군 일
대)
[남자고등부] •단체-광명북고 •단
식-김문준(광명북고) •복식-강민혁·
김원호(매원고)
[여자고등부] •단체-성일여고 •단
식-심유진(충주여고) •복식-이유림·
안채현(장곡고)
[남자대학부] •단체-원광대 •단식전혁진(동의대) •복식-김재환·서승재
(원광대)
[여자대학부] •단체-한국체대 •단
식-김효민(한국체대) •복식-박민정·
지정빈(한국체대)
[남자일반부] •단체-김천시청 •단
식-노예욱(삼성전기) •복식-김기정·
정재욱(삼성전기)
[여자일반부] •단체-MG새마을금고
•단식-이장미(MG새마을금고) •복식김소영·이소희(인천국제공항)
[혼합복식] •고등부-김원호(매원
고)·이유림(장곡고) •대학부-최솔규·
이단비(한국체대) •일반부-신백철·이
효정(김천시청)
2017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화순 전
국학교대항선수권대회
(7.22∼28, 전남 화순군)
[남자고등부] •단체-전주생명과학고
•단식-최지훈(전주생명과학고) •복
식-방윤담·박설현(전주생명과학고)
[여자고등부] •단체-성일여고 •단
식-정나은(창덕여고) •복식-김여름·
이정현(성일여고)
[남자대학부] •단체-백석대 •단식조건엽(한림대) •복식-김휘태·임지수
(백석대)
[여자대학부] •단체-인천대 •단식김주은(인천대) •복식-윤태경·이승희
(인천대)
[혼합복식] •고등부-김영민(매원
고)·김아영(영덕고) •대학부-조해성
(한림대)·김민지(군산대)
2017 전국가을철종별선수권대회
(8.8~14,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체육관)
[남자대학부] •단체-백석대 •단식이승훈(경희대) •복식-김재환·서승재
(원광대)

[여자대학부] •단체-한국체대 •단
식-김주은(인천대) •복식-고유리·윤
태경(인천대)
[남자일반부] •단체-김천시청 •단
식-이현일(MG새마을금고) •복식-이용
대·김대은(요넥스)
[여자일반부] •단체-MG새마을금고
•단식-배연주(인천국제공항) •복식김찬미·김혜정(MG새마을금고)
[혼합복식] •대학부-서강민(대구가
톨릭대)·채희수(조선대) •일반부-한상
훈·엄혜원(MG새마을금고)
2017 전국가을철중고선수권대회
(8.23~29, 제주 제주복합체육관)
[남자고등부] •단체-전대사대부고
[여자고등부] •단체-청송여고
2017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연맹전
(8.29~9.7, 강원 철원실내체육관)
[남자대학부] •단체-경남과학기술
대 •단식-한승훈(세한대) •복식-김도
형·권용욱(대구가톨릭대)
[여자대학부] •단체-부산외대 •단
식-노연림(한국국제대) •복식-이지
혜·이하나(공주대)
[남자일반부] •단체-던롭(기업) 수원
시청(관공서) •단식-하영웅(국군체육부
대·기업) 김동훈(밀양시청·관공서) •
복식-김덕영·이상준(국군체육부대·
기업) 이순철·최호진(광명시청·관공
서)
[여자일반부] •단체-화순군청 •단
식-백예림(영동군청) •복식-김나영·
채현희(영동군청)
[혼합복식] •대학부-이현덕(세한
대)·이지혜(공주대) •일반부-박영남
(충주시청)·김보경(영동군청)
2017 인천공항 코리안리그 및 전국동
호인대회 1~3차 및 파이널 대회
(7.8~9. 인천, 9.2~3. 철원, 11.4~5. 광
주, 12.8~9. 인천)
[남자실업부] •단체-삼성전기
[여자실업부] •단체-인천국제공항

2017 전영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3.7~12, 영국 버밍엄)
[여자] •단식 ③성지현 •복식 ①장
예나-이소희 ③정경은-신승찬
2017 인도 오픈 슈퍼시리즈
(3.28~4.2, 인도 뉴델리)
[여자] •단식 ③성지현 •복식 ③정
경은-신승찬
2017 오사카 챌린지 국제선수권대회
(3.29~4.2, 일본 오사카)
[여자] •단식 ③이장미 •복식 ①김
소영-유해원 ③백하나-이유림
[혼합] ②박경훈-공희용 ③김원호-이
유림
2017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
리미어
(4.4~9, 말레이시아 쿠칭)
[남자] •단식 ③손완호
[여자] •단식 ③성지현 •복식 ③장
예나-이소희
2017 싱가포르오픈 슈퍼시리즈
(4.11~16, 싱가포르)
[남자] •단식 ③이동근
[여자] •단식 ③성지현 •복식 ③장
예나-이소희 ③정경은-신승찬
[혼합] ③김기정-신승찬

2017 대만오픈 그랑프리골드
(6.27~7.2, 대만 타이베이)
[남자] •단식 ③전혁진
[여자] •복식 ①김소영-채유정 ②유
해원-김혜린 ③김하나-공희용
[혼합] ①서승재-김하나 ③최솔규-채
유정
2017 캐나다오픈 그랑프리
(7.11~16, 캐나다 캘거리)
[남자] •단식 ③이현일 •복식 ②서
승재-김원호 ③최혁균-박경훈
[여자] •단식 ③전주이 •복식 ③김
소영-채유정
[혼합] ①김원호-신승찬 ②최솔규-채
유정 ③서승재-김하나
2017 미국오픈 그랑프리골드
(7.19~23, 미국 애너하임)
[남자] •단식 ③허광희 •복식 ③최
솔규-김재환
[여자] •단식 ③이장미 •복식 ①이
소희-신승찬 ③김소영-채유정
[혼합] ①서승재-김하나 ②김원호-신
승찬
2017 세계개인선수권대회
(8.21~27,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남자] •단식 ③손완호
2017 빅터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9.12~17, 서울 SK핸드볼경기장)
[남자] •단식 ③손완호
[여자] •복식 ②장예나-이소희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4.25~30, 중국 우한)
[여자] •단식 ③이장미 •복식 ②유
해원-김혜린 ③장예나-이소희

2017 일본오픈 슈퍼시리즈
(9.18~25, 일본 도쿄)
[남자] •단식 ③손완호
[여자] ②김하나-공희용

2017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5.21~28, 호주 골드코스트)
①한국
2017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
리미어
(6.12~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자] •단식 ③손완호
[여자] •단식 ②성지현 •복식 ②장
예나-이소희

2017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
어
(10.17~22, 덴마크 오덴세)
[남자] •단식 ②이현일 ③손완호
[여자] •복식 ①이소희-신승찬 ③장
예나-정경은

<국제대회>
2017 아시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
대회
(2.14~19, 베트남 호찌민) ②한국

2017 호주오픈 슈퍼시리즈
(6.20~25, 호주 시드니)
[혼합] ③김덕영-김하나

2017 프랑스오픈 슈퍼시리즈
(10.24~29, 프랑스 파리)
[여자] •복식 ②이소희-신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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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마카오오픈 그랑프리골드
(11.7~12, 마카오)
[남자] •단식 ③이현일 •복식 ②서
승재-김원호
[여자] •복식 ②백하나-이유림 ③김
소영-공희용
[혼합] ②서승재-김하나
2017 중국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11.14~19, 중국 푸저우)
[남자] •단식 ③손완호
[여자] •복식 ①이소희-김혜린
2017 홍콩오픈 슈퍼시리즈
(11.21~26, 홍콩)
[여자] •단식 ③성지현
2017 광주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선수
권대회
(11.28~12.3, 광주 염주체육관)
[남자] •단식 ①전혁진 ②김민기 ③
이동근 •복식 ①김원호-서승재 ②정재
욱-김기정 ③이용대-유연성
[여자] •단식 ②이장미 •복식 ①이
소희-신승찬 ②김소영-공희용 ③이은
아-윤민아
[혼합] ①서승재-김하나 ②최솔규-채
유정 ③김원호-신승찬
2017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시
리즈 파이널
(12.13~1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남자] •단식 ③손완호

사격
<국내대회>
제7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
격대회
(2.22∼25, 전라남도국제사격장)
[남자대학부] •공기권총 개인전-신
정용 •공기권총 단체전-청주대 •공
기소총 개인전-이건국 •공기소총 단체
전-인천대
[여자대학부] •공기권총 개인전-김
수현 •공기권총 단체전-남부대 •공
기소총 개인전-박채윤 •공기소총 단체
전-남부대
[남자일반부] •공기권총 개인전-이
태환 •공기권총 단체전-경찰체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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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총 개인전-김다진 •공기소총 단
체전-경찰체육단
[여자일반부] •공기권총 개인전-정
희지 •공기권총 단체전-부산시청 •공
기소총 개인전-김효선 •공기소총 단체
전-인천남구청
제47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5.1∼8, 전라남도국제사격장)
[남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류
재철 •공기소총 단체전-경찰체육단
•50m 권총 개인전-진종오 •50m 권
총 단체전-KT •공기권총 개인전-진종
오 •공기권총 단체전-KT •50m 복사
개인전-천민호 •50m 복사 단체전-상
무 •50m 3자세 개인전-천민호 •50m
3자세 단체전-KT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편아해 •공기소총 단체전-울진군청
•25m 권총 개인전-김장미 •25m 권
총 단체전-대구남구청 •공기권총 개인
전-이푸름 •공기권총 단체전-서울시
청 •50m 3자세 개인전-배상희 •50m
3자세 단체전-상무
제33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5.31∼6.6, 대구사격장)
[남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박성현 •공기소총 단체전-경기도청
•50m 권총 개인전-김기현 •50m 권
총 단체전-대구백화점 •공기권총 개인
전-김청용 •공기권총 단체전-청주시
청 •50m 복사 개인전-최현철 •50m
복사 단체전-경찰체육단 •속사권총 개
인전-김준홍 •속사권총 단체전-KB국
민은행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김
보민 •공기소총 단체전-IBK기업은행
•25m 권총 개인전-김장미 •25m 권
총 단체전-IBK기업은행 •공기권총 개
인전-한지영 •공기권총 단체전-IBK
기업은행 •50m 3자세 개인전-배상희
•50m 3자세 단체전-상무
2017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6.20∼27, 청주종합사격장)
[남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송수주 •공기소총 단체전-경기도청
•50m 권총 개인전-김청용 •50m 권
총 단체전-KT •공기권총 개인전-한승
우 •공기권총 단체전-KT •50m 소총

복사 개인전-김종현 •50m 소총 복사
단체전-상무 •25m 속사권총 개인전강민수 •25m 속사권총 단체전-KB국
민은행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이은서 •공기소총 단체전-IBK기업은
행 •공기권총 개인전-오민경 •공기
권총 단체전-울진군청 •50m 소총 3
자세 개인전-정은혜 •50m 소총 3자
세 단체전-IBK기업은행 •25m 권총 개
인전-김장미 •25m 권총 단체전-부산
시청 •50m 소총 복사 개인전-음빛나
•50m 소총 복사 단체전-상무
제26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9.21∼27, 청주종합사격장)
[남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박
성현 •공기소총 단체전-경찰체육단
•50m 권총 개인전-진종오 •50m 권
총 단체전-KT •공기권총 개인전-이
대명 •공기권총 단체전-KT •50m 3
자세 개인전-김종현 •50m 3자세 단
체전-KT •50m 복사 개인전-이원규
•50m 복사 단체전-상무
[여자일반부] •공기권총 개인전김보미 •공기권총 단체전-IBK기업은
행 •공기소총 개인전-정은혜 •공기
소총 단체전-울진군청 •50m 복사 개
인전-김유연 •50m 복사 단체전-상무
•25m 권총 개인전-박지원 •25m 권총
단체전-KB국민은행 •50m 3자세 개인
전-김설아 •50m 3자세 단체전-청주
시청

<국제대회>
국제사격연맹(ISSF) 독일 월드컵
(5.17∼24, 독일 뮌헨)
•남자 소총 50m 복사-김종현 금메달
•여자 공기소총-이은서 8위
•남자 공기권총-진종오 동메달, 소
승섭 4위
•남자 25m 속사 권총-송종호 6위
•남자 50m 권총-진종오 금메달, 이
대명 8위
•여자 25m 권총-김민정 7위
국제사격연맹(ISSF) 아제르바이잔 월
드컵
(6.6∼14,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여자 공기소총-정은희 6위
•남자 1공기권총-소승섭 6위

•남자 25m 속사 권총-김준홍 5위
•남자 50m 권총-한승우 7위
•여자 25m 권총-김민정 은메달
•여자 공기권총-김보미 6위
국제사격연맹(ISSF) 인도 월드컵
(10.23∼30, 인도 뉴델리)
•남자 50m 복사 소총-김종현 동메
달
•남자 25m 속사 권총-송종호 동메
달
•여자 25m 권총-김민정 금메달

사이클
<국내대회>
제64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2.21∼25, 전남 강진군)
[남자고등부] •개인도로-김민오(전
남체고) •크리테리움-김유로(가평고)
•개인도로단체-가평고 •크리테리움
단체-창원기계공고 •개인종합-김유로
(가평고) •단체종합-가평고 •개인도
로2-주믿음(의정부공고) •개인도로단
체2-가평고
[남자일반부] •개인도로-장경구(음
성군청) •크리테리움-장경구(음성군
청) •개인도로단체-가평군청 •크리테
리움단체-가평군청 •개인종합-장경구
(음성군청) •단체종합-가평군청 •개
인도로2-장경구(음성군청) •개인도로
단체2-가평군청
[여자고등부] •개인도로-김슬빈(양
양여고) •크리테리움-오은수(영주고)
•개인도로단체-양양여고 •크리테리
움단체-영주고 •개인종합-조예나(영
주고) •단체종합-양양여고 •개인도로
2-) •개인도로단체2-양양여고
[여자일반부] •개인도로-김보배(나
주시청) •크리테리움-남궁소영(삼양사)
•개인도로단체-나주시청 •크리테리
움단체-삼양사 •개인종합-이주희(삼
양사) •단체종합-나주시청 •개인도로
2-구성은(대구시청) •개인도로단체2삼양사
2017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
이클대회
(3.21~25, 가평군 일원도로)

[남자고등부] •개인도로-김유로(가
평고) •크리테리움-박영균(강원체고)
•개인도로단체-가평고 •크리테리움
단체-가평고 •개인종합-김유로(가평
고) •단체종합-가평고 •힐크라임-이
용찬(목천고) •힐크라임단체-가평고
[남자일반부] •개인도로-장경구(음
성군청) •크리테리움-박상훈(서울시청)
•개인도로단체-금산군청 •크리테리
움단체-한국국토정보공사 •개인종합장경구(음성군청) •단체종합-금산군청
•힐크라임-최형민(금산군청) •힐크라
임단체-금산군청
[여자일반부] •개인도로-나아름(상
주시청) •크리테리움-유선하(음성군
청) •개인도로단체-상주시청 •크리테
리움단체-음성군청 •개인종합-나아름
(상주시청) •단체종합-상주시청 •힐
크라임-나아름(상주시청) •힐크라임단
체-상주시청
제3회 양산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4.15~16, 통도MTB파크)
[남자고등부] •크로스컨트리-김민오
(전남체고) •다운힐-신동욱(예산고)
[남자대학부] •크로스컨트리-김재휴
(창원대)
[남자일반부] •크로스컨트리-유범진
(전주시청) •다운힐-정원준(순천향대)
제34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4.16~22, 전남 나주시)
[남자고등부] •스프린트-구본광(동
대전고) •독주경기-유상혁(양양고) •
개인추발-주믿음(의정부공고) •단체추
발-가평고 •스크래치-최영재(금성고)
•제외경기-임승민(창원기계공고) •포
인트-박주영(가평고) •경륜-구본광(동
대전고) •단체스프린트-동대전고 •옴
니엄-김유로(가평고) •1Lap-한동현(동
대전고) •템포레이스-김주형(창원기계
공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정재희(부
산지방공단스포원) •독주경기-나중규
(울산시청) •개인추발-민경호(서울시
청) •단체추발-강진군청 •스크래치이민우(코레일) •제외경기-김옥철(서울
시청) •포인트-박상훈(서울시청) •경
륜-임채빈(금산군청) •단체스프린트부산지방공단스포원 •옴니엄-김주석

(가평군청) •1Lap-손제용(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템포레이스-김상표(강진군청)
[여자고등부] •스프린트-정설화(전
남미용고) •독주경기-정설화(전남미용
고) •개인추발-김민화(창원경일여고)
•단체추발-대전체고 •스크래치-고하
늘(광주체고) •제외경기-김효원(영주
고) •포인트-전미연(전북체고) •경륜김하능(대전체고) •단체스프린트-광주
체고 •옴니엄-김민화(창원경일여고)
•템포레이스-홍다은(창원경일여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최슬기(대
구시청) •독주경기-김수현(부산지방공
단스포원) •개인추발-이주미(연천군청)
•단체추발-상주시청 •스크래치-황예
은(부산지방공단스포원) •제외경기-장
수지(서울시청) •포인트-나아름(상주시
청) •경륜-김희주(나주시청) •단체스
프린트-대구시청 •옴니엄-유선하(음
성군청) •1Lap-임다빈(대구시청) •템
포레이스-나아름(상주시청)
제19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5.15~20, 영주 경륜훈련원)
[남자고등부] •독주경기-박현오(경
북체고) •개인추발-김국현(울산동천고)
•단체추발-김해건설공고 •단체스프
린트-동대전고 •200m 기록-구본광(동
대전고) •1랩-오민재(부천고) •2랩-김
국현(울산동천고) •단체스프린트FS-동
대전고 •1랩FS-구본광(동대전고) •개
인추발2-장훈(목천고)
[남자대학부] •독주경기-김준철(경
운대) •개인추발-김대훈(경운대) •단
체추발-경운대 •단체스프린트-한국
체대
[남자일반부] •독주경기-박민철(국
군체육부대) •개인추발-장경구(음성군
청) •단체추발-국군체육부대 •단체스
프린트-국군체육부대 •200m기록-임
채빈(금산군청) •1랩-손제용(부산지방
공단스포원) •2랩-김지훈(울산시청) •
단체스프린트FS-국군체육부대 •1랩
FS-정윤혁(강진군청) •개인추발2-서준
용(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고등부] •독주경기-정설화(전
남미용고) •개인추발-김민화(창원경일
여고) •단체추발-연천고 •단체스프린
트-대전체고 •200m기록-정설화(전남
미용고) •1랩-박지영(전북체고)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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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연천고) •단체스프린트FS-인천
체고 •1랩FS-김하은(대전체고) •개인
추발2-김민정(대전체고)
[여자일반부] •독주경기-이혜진(부
산지방공단스포원) •개인추발-이주미
(연천군청) •단체추발-연천군청 •단
체스프린트-대구시청 •200m기록-이
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원) •1랩-김태남
(한국체대) •2랩-장연희(인천시청) •
단체스프린트FS-인천시청 •1랩FS-장
연희(인천시청) •개인추발2-이주미(연
천군청)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6.24~30, 강원도 양양군)
[남자고등부] •스프린트-오은섭(영
주제일고) •독주경기-박현오(경북체
고) •개인추발-김유로(가평고) •단체
추발-김해건설공고 •스크래치-이홍준
(동대전고) •제외경기-이용찬(목천고)
•포인트-주소망(의정부공고) •경륜박건(인천체고) •단체스프린트-동대전
고 •옴니엄-김유로(가평고) •1랩-오
민재(부천고) •템포레이스-최동연(가
평고)
[남자대학부] •독주경기-김준철(경
운대) •개인추발-김대훈(경운대) •단
체추발-한국체대 •단체스프린트-한국
체대
[남자일반부] •스프린트-박제원(경
북체육회) •독주경기-임채빈(금산군청)
•개인추발-민경호(서울시청) •단체추
발-서울시청 •스크래치-최재웅(가평
군청) •제외경기-박건우(한국국토정보
공사) •포인트-신동인(강진군청) •경
륜-오제석(양양군청) •단체스프린트부산지방공단스포원 •옴니엄-박상훈
(서울시청) •개인도로-장경구(음성군
청) •도로독주-최형민(금산군청) •개
인도로단체-금산군청 •1랩-손제용(부
산지방공단스포원) •템포레이스-이기
석(의정부시청)
[여자고등부] •스프린트-박수란(진
영고) •독주경기-하지은(인천체고) •
개인추발-김민화(창원경일여고) •단체
추발-전북체고 •스크래치-신지은(대
구체고) •제외경기-이소민(인천체고)
•포인트-고하늘(광주체고) •경륜-김
혜수(연천고) •단체스프린트-대전체고
•옴니엄-김민화(창원경일여고) •1랩정유진(대전체고) •템포레이스-조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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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이혜진(부
산지방공단스포원) •독주경기-김원경
(대구시청) •개인추발-나아름(상주시
청) •단체추발-상주시청 •스크래치김현지(서울시청) •제외경기-윤혜경(나
주시청) •포인트-장하예(연천군청) •
경륜-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원) •단
체스프린트-부산지방공단스포원 •옴
니엄-유선하(음성군청) •개인도로-나
아름(상주시청) •도로독주-이주미(연천
군청) •개인도로단체-상주시청 •1랩임다빈(대구시청) •템포레이스-유종민
(대구시청)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사이클대회
(7.24~29, 전북 전주사이클경기장 및
충남 금산군 일원도로)
[남자고등부] •스프린트-문신준서
(동대전고) •독주경기-박현오(경북체
고) •개인추발-배승빈(전라고) •단체
추발-가평고 •스크래치-김유로(가평
고) •제외경기-이정훈(서울체고) •포
인트-박주영(가평고) •경륜-배규태(대
구체고) •단체스프린트-동대전고 •개
인도로-박주영(가평고) •크리테리움김유로(가평고) •개인도로단체-가평
고 •크리테리움단체-창원기계공고 •1
랩-문신준서(동대전고)
[여자고등부] •스프린트-박지영(전
북체고) •독주경기-정설화(전남미용고)
•개인추발-신지은(대구체고) •스크래
치-이연경(연천고) •포인트-신지은(대
구체고) •경륜-김혜수(연천고) •단체
스프린트-광주체고 •개인도로-김나연
(전북체고) •크리테리움-김나연(전북체
고) •개인도로단체-전북체고 •크리테
리움단체-전북체고 •1랩-정설화(전남
미용고)
8.15 경축 2017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8.12~15, 양양벨로드롬)
[남자고등부] •스프린트-문신준서
(동대전고) •독주경기-유상혁(양양고)
•개인추발-서영호(경북체고) •단체추
발-양양고 •스크래치-최영재(금성고)
•제외경기-박영균(강원체고) •포인
트-전현수(창원기계공고) •경륜-문신
준서(동대전고) •단체스프린트-안재홍
(동대전고) •1랩-한동현(동대전고) •템

포레이스-전현수(창원기계공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김청수(양
양군청) •독주경기-박민철(국군체육
부대) •개인추발-민경호(서울시청) •
단체추발-서울시청 •스크래치-신동
인(강진군청) •제외경기-서준용(국민
체육진흥공단) •포인트-함석현(가평
군청) •경륜-정윤혁(강진군청) •단체
스프린트-국군체육부대 •옴니엄-박
상훈(서울시청) •1랩-손제용(부산지방
공단스포원) •템포레이스-오태희(코
레일)
[여자고등부] •독주경기-하지은(인
천체고) •개인추발-오예진(진영고) •
단체추발-경북체고 •스크래치-김슬빈
(양양여고) •제외경기-오은수(영주고)
•포인트-장인영(양양여고) •경륜-김
보미(인천체고) •단체스프린트-인천체
고 •1랩-정유진(대전체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이혜진(부
산지방공단스포원) •독주경기-김수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개인추발-이주
미(연천군청) •단체추발-서울시청 •
스크래치-김현지(서울시청) •제외경
기-안선진(서울시청) •포인트-김현지
(서울시청) •경륜-임다빈(대구시청) •
단체스프린트-대구시청 •옴니엄-구성
은(대구시청) •1랩-김원경(대구시청)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BMX대회
(8.19~20, 양양BMX경기장)
[남자고등부] •BMX레이싱-최진우
(덕소고) •BMX타임트라이얼-이지호(구
암고)
[남자일반부] •BMX레이싱-김범중
(명지대) •BMX타임트라이얼-김범중(명
지대)

<국제대회>
제37회 트랙 아시아 선수권대회
(2.6~10, 인도 뉴델리)
[남자] •독주경기-③나중규(울산시
청) •개인추발-①박상훈(서울시청) •
단체추발-②한국 •옴니엄-③김옥철
•메디슨-①한국
[여자] •스프린트-②김원경(대구시
청) ③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개
인추발-①이주미(연천군청) •단체추
발-③한국 •경륜-②이혜진(부산지방
공단스포원) •단체스프린트-②한국 •

스크래치-②강현경(서울시청) •독주경
기-②조선영(인천시청) •메디슨-②한
국 •포인트-③김유리(상주시청)
제24회 트랙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
(2.6~10, 인도 뉴델리)
[남자] •스프린트-③박현오(경북체
고) •독주경기-①박현오(경북체고) •
개인추발-②주믿음(의정부공고) •단체
추발-②한국 •스크래치-③김유로(가
평고) •포인트-①김유로(가평고) •경
륜-②박현오(경북체고) •단체스프린
트-②한국
[여자] •스프린트-③정설화(전남미
용고) •독주경기-②정설화(전남미용고)
•개인추발-①김혜수(연천고) •단체추
발-①한국 •스크래치-①김혜수(연천
고) •포인트-②고하늘(광주체고) •옴
니엄-②김민화(창원경일여고)
2016~2017 제4차 로스앤젤레스 월드
컵대회
(2.24~26,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자] •옴니엄-③박상훈(서울시청)
[여자] •단체스프린트-③한국
제37회 도로 아시아 선수권대회
(2.25~3.2, 바레인)
[남자] •개인도로-①박상홍(한국국
토정보공사) •도로독주-②최형민(금산
군청)
[여자] •개인도로-②나아름(상주시
청) •도로독주-②이주미(연천군청)
투어 오브 타일랜드 2017
(4.1~6, 태국)
[남자] •단체종합-①서울시청 ③국
민체육진흥공단
2017 아시아 주니어 산악자전거 선수
권대회
(5.14, 중국 후안성)
[남자] •크로스컨트리-①김민오(전
남체고) ③김건진(김천생명과학고)
2017 투르 드 코리아
(6.14~18. 여수, 군산, 무주, 영주, 충
주, 서울)
[남자] •개인종합-①민경호(서울시청)

일본 트랙 컵1
(7.7, 일본 시즈오카)
[여자] •경륜-①김원경(대구시청) •
스프린트-②김원경(대구시청)

임효준 •1,500m SF-임효준
[여자부] •500m-최민정(성남시청)
•1,000m-최민정 •1,500m-최민정
•1,500m SF-최민정

일본 트랙 컵2
(7.8~9, 일본 시즈오카)
[여자] •경륜-①김원경(대구시청) •
스프린트-②김원경(대구시청)

제32회 전국남녀 종합 쇼트트랙 선수
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4.8~9, 목동아이스링크)
[남자부] •500m-황대헌 •1,000m박세영(화성시청) •1,500m-임효준(한
국체대) •1,500m SF-임효준
[여자부] •500m-최민정(성남시청)
•1,000m-최민정 •1,500m-최민정
•1,500m SF-최민정

제4회 JICF 인터내셔널 트랙컵
(7.15~16, 일본 마쓰모토 미슈주코 벨
로드롬)
[남자] •스프린트-③김광근(경운대)
•독주경기-①김준철(경운대) •단체추
발-③한국 •단체스프린트-①한국
세계 주니어 트랙 선수권대회
(8.23~27, 이탈리아 몬티키아리)
[여자] •경륜-③김혜수(연천고)
2017~2018 제3차 밀튼 월드컵 대회
(12.1~3, 캐나다 밀튼)
[여자] •단체스프린트-③한국
2017~2018 제4차 산티아고 월드컵
대회
(12.8~10, 칠레 산티아고)
[남자] •단체스프린트-③한국
[여자] •스프린트-③이혜진(부산지
방공단스포원) •단체스프린트-③한국

쇼트트랙
<국내대회>
제31회 전국남녀 종별종합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3.17~19, 목동아이스링크)
[남자부] •500m-이효빈(서울시청)
•1,000m-이효빈(서울시청) •1,500m김병준(고양시청)
[여자부] •500m-전지수(전북도청)
•1,000m-최지현(성남시청) •1,500m천희정(인천시체육회)
2017~2018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4.5~6, 목동아이스링크)
[남자부] •500m-황대헌(부흥고)
•1,000m-임효준(한국체대) •1,500m-

제34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
케이팅 대회
(10.26~28, 춘천의암빙상장)
[남자고등부] •500m-이준서(신목고)
•1,000m-문원준(휘문고) •1,500m-이
준서 •3,000m-안현준(신송고)
[남자대학부] •500m-김두연(한
국체대) •1,000m-박지원(단국대)
•1,500m-안진수(한국체대) •3,000m안진수
[남자일반부] •500m-이효빈(국군
체육부대) •1,000m-김선진(스포츠
토토) •1,500m-김동욱(스포츠토토)
•3,000m-김윤재(국군체육부대)
[여자고등부] •500m-박지윤(태원고)
•1,000m-이수연(서현고) •1,500m-이
수연 •3,000m-박윤정(세화여고)
[여자대학부] •500m-손하경(한
국체대) •1,000m-박지원(한국체대)
•1,500m-노도희(한국체대) •3,000m강지희(한국체대)
[여자일반부] •500m-전지수(전북도
청) •1,000m-전지수 •1,500m-황현선
(전북도청) •3,000m-천희정(인천시체
육회)
제33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
피드스케이팅 대회
(12.8~10, 목동실내빙상장)
[남자고등부] •500m-이준서(신목고)
•1,000m-문원준(휘문고) •1,500m-이
준서 •3,000m-김태성(동북고)
[남자대학부] •500m-임용진(경희대)
•1,000m-박지원(단국대) •1,500m-임
용진 •3,000m-안진수
[남자일반부] •500m-이효빈(국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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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대) •1,000m-한승수(스포츠토토)
•1,500m-김병준(고양시청) •3,000m김윤재(국군체육부대)
[여자고등부] •500m-이수연
(서현고) •1,000m-김채현(화정고)
•1,500m-김지유(화정고) •3,000m김건희(만덕고)
[여자대학부] •500m-박지원(한국
체대) •1,000m-박지원 •1,500m-노
도희(한국체대) •3,000m-안세정(한국
체대)
[여자일반부] •500m-최지현(성
남시청) •1,000m-노아름(전북도청)
•1,500m-노아름 •3,000m-전예진(화
성시청)

<국제대회>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1.27~29,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남자부] •1,000m-②김시언(한국체
대) •1,500m SF-①김시언(한국체대)
•3,000m 계주-①한국
[여자부] •500m-①이유빈(서현고)
•1,000m-①이유빈 •1,500m-①서휘
민(부림중) •1,500m SF-①이유빈 ②한
수림(신목고)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제5차
월드컵대회
(2.3~5, 독일 드레스덴)
[남자부] •1,000m-②황대헌(부흥고)
•1,500m-①홍경환(서현고)
[여자부] •500m-②김예진(평촌고)
•1,500m 2차레이스-②노아름(전북도
청)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제6차
월드컵대회
(2.10~12, 벨라루스 민스크)
[남자부] •1,000m-1차레이스①황대
헌(부흥고) •1,000m 2차 레이스-①임
용진(경희대) •1,500m-①이효빈(서울
시청) ②홍경환(서현고) ③임용진
[여자부] •500m-①김예진(평촌고)
•1,500m ①노아름(전북도청) •계주③한국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 쇼트트
랙 선수권대회
(3.1~12, 네덜란드 로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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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부] •500m-③서이라(화성시청)
•1,000m-①서이라 •1,500m-①신다
운(서울시청) ③서이라 •3,000m-②서
이라 •종합우승-서이라
[여자부] •500m-③김지유(화정
고) •1,500m-③심석희(한국체대)
•3,000m-①심석희 ②김지유 •종합3
위-심석희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제1차
월드컵대회
(9.28~10.1, 헝가리 부다페스트)
[남자부] •500m-②임효준(한국체
대) ③황대헌(부흥고) •1,000m-①임효
준 ②황대헌 •1,500m-①임효준 ②황
대헌
[여자부] •500m-①최민정(성남시청)
③심석희(한국체대) •1,000m-①최민정
•1,500m-①최민정 •3,000m 계주-①
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제2차
월드컵대회
(10.5~8,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
[남자부] •500m-③황대헌(부흥
고) •1,000m-③서이라(화성시청)
•1,500m-①황대헌
[여자부] •1,000m-①심석희(한국체
대) ③이유빈(서현고) •1,500m-①최민
정 •계주-②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제3차
월드컵대회
(11.9~12, 중국 상하이)
[남자부] •500m-②서이라(화성시청)
③김도겸(스포츠토토) •1,500m-①황대
헌(부흥고) ③김도겸(스포츠토토) •계
주-②한국
[여자부] •1,500m-①심석희(한국체
대) ②최민정(성남시청) •계주-①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제4차
월드컵대회
(11.16~18, 한국 목동)
[남자부] •1,000m-②황대헌(부흥고)
•1,500m-②황대헌(부흥고) •계주-①
한국
[여자부] •500m-②최민정(성남시청)
•1,000m-①최민정 •1,500m-①최민
정 •계주-③한국

수영
2017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5.11∼15, 김천)
[자유형 50m] •남자부-양재훈(대구
시청) 22초67 •여자부-최혜민(광주광
역시체육회) 25초68
[자유형 100m] •남자부-양재훈(대구
시청) 49초84 •여자부-고미소(전북체
육회) 55초94
[자유형 200m] •남자부-이호준(영
훈고) 1분49초28 •여자부-최정민(울산
시청) 2분01초35
[자유형 400m] •남자부-이호준(영
훈고) 3분51초07 •여자부-최정민(울산
시청) 4분13초37
[자유형 800m] •여자부-최정민(울
산시청) 8분44초86
[자유형 1,500m] •남자부-박석현(전
주시청) 15분43초95
[접영 50m] •남자부-양정두(인천시
청) 24초00 •여자부-박예린(부산체고)
26초54
[접영 100m] •남자부-양재훈(대구시
청) 53초27 •여자부-안세현(SK텔레콤)
57초97
[접영 200m] •남자부-김문기(경기
고) 1분58초94 •여자부-박수진(창덕여
고) 2분08초70
[평영 50m] •남자부-신형근(서귀포
시청) 28초05 •여자부-김혜진(전북체
육회) 32초04
[평영 100m] •남자부-김재윤(한국체
대) 1분01초25 •여자부-백수연(광주광
역시체육회) 1분09초22
[평영 200m] •남자부-김재윤(한국
체대) 2분12초94 •여자부-백수연(광주
광역시체육회) 2분25초89
[배영 50m] •남자부-원영준(전남수
영연맹) 25초29 •여자부-박한별(경북
도청) 28초43
[배영 100m] •남자부-이주호(제주도
청) 55초19 •여자부-임다솔(아산시청) 1
분00초93
[배영 200m] •남자부-이주호(제주
도청) 2분00초54 •여자부-김서영(경북
도청) 2분11초12
[개인혼영 200m] •남자부-김재우
(한국체대) 2분02초23 •여자부-김서영
(경북도청) 2분11초11

[개인혼영 400m] •남자부-주재구
(국군체육부대) 4분21초33 •여자부-김
서영(경북도청) 4분35초93
[플랫폼다이빙] •남자부-우하람(국
민체육진흥공단) 988.10 •여자부-조은
비(인천시청) 631.75
[스프링보드 3m] •남자부-김영남(국
민체육진흥공단) 858.45 •여자부-김나
미(독도스포츠단다이빙팀) 541.20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솔로)] •이리
영(부산체고) 157.7284
제89회 동아수영대회
(6.22∼26, 광주)
[자유형 50m] •남자고등부-이상수
(강원체고) 23초23 •남자대학부-정동
원(성결대) 23초06 •남자일반부-서민
석(부천시청) 22초97 •여자고등부-신
정현(성서고) 26초15 •여자대학부-오유
리(경운대) 28초58 •여자일반부-고미
소(전북체육회) 25초89
[자유형 100m] •남자고등부-장동혁
(서울체고) 50초65 •남자대학부-이호
석(한국체대) 51초08 •남자일반부-양
준혁(전주시청) 50초76 •여자고등부최고은(서울체고) 57초38 •여자대학
부-오유리(경운대) 1분01초16 •여자일
반부-최지원(전북체육회) 55초87
[자유형 200m] •남자고등부-이호준
(영훈고) 1분48초20 •남자대학부-최주
현(동아대) 1분51초18 •남자일반부-양
준혁(전주시청) 1분50초60 •여자고등
부-심재림(경기체고) 2분03초85 •여자
일반부-박나리(제주시청) 2분01초74
[자유형 400m] •남자고등부-이호준
(영훈고) 3분51초59 •남자대학부-이정
민(한국체대) 4분00초86 •남자일반부백승호(오산시청) 3분54초48 •여자고
등부-최서은(방산고) 4분16초54 •여자
대학부-박수빈(세한대) 4분50초61 •여
자일반부-최정민(울산시청) 4분16초91
[자유형 800m] •여자고등부-한다
경(창덕여고) 8분53초39 •여자대학부박수빈(세한대) 10분04초05 •여자일반
부-최정민(울산시청) 8분46초75
[자유형 1,500m] •남자고등부-이
윤성(전북체고) 15분49초99 •남자대학
부-이정민(한국체대) 16분16초00 •남자
일반부-백승호(오산시청) 15분38초41
[접영 50m] •남자고등부-김지훈(상
계고) 24초49 •남자대학부-이현우(성

결대) 24초72 •남자일반부-양재훈(대
구시청) 24초10 •여자고등부-박예린(부
산체고) 26초82 •여자대학부-차현희
(경성대) 28초86 •여자일반부-최재은
(울산시청) 27초55
[접영 100m] •남자고등부-정주호(충
남체고) 54초50 •남자대학부-이태구
(한국체대) 54초07 •남자일반부-양재
훈(대구시청) 53초15 •여자고등부-박수
진(창덕여고) 59초84 •여자대학부-차
현희(경성대) 1분04초28 •여자일반부박진영(대전시시설관리공단) 59초14
[접영 200m] •남자고등부-백기표
(전북체고) 2분00초91 •남자대학부-이
태구(한국체대) 2분02초29 •남자일반
부-정재윤(국군체육부대) 1분59초95 •
여자고등부-오수빈(서울체고) 2분14초
66 •여자대학부-최민경(서울여대) 2분
28초08 •여자일반부-이정민(안양시청)
2분15초18
[평영 50m] •남자고등부-김한준(서
울체고) 28초39 •남자대학부-구태완
(동아대) 28초60 •남자일반부-주장훈
(오산시청) 27초73 •여자고등부-김나
윤(방산고) 32초92 •여자대학부-오희
지(경성대) 32초68 •여자일반부-양지
원(대전시시설관리공단) 31초98
[평영 100m] •남자고등부-김유종(인
천체고) 1분02초48 •남자대학부-김재
윤(한국체대) 1분01초81 •남자일반부주장훈(오산시청) 1분02초17 •여자고등
부-권세현(작전여고) 1분09초94 •여자
대학부-조예진(경성대) 1분15초70 •여
자일반부-양지원(대전시시설관리공단) 1
분09초44
[평영 200m] •남자고등부-조성재
(서울체고) 2분15초42 •남자대학부-김
재윤(한국체대) 2분14초51 •남자일반
부-신형수(고양시청) 2분15초73 •여자
고등부-권세현(작전여고) 2분31초42 •
여자대학부-오희지(경성대) 2분44초05
•여자일반부-권민지(울산시청) 2분33
초92
[배영 50m] •남자고등부-진가언(경
기체고) 26초66 •남자대학부-우영규
(동서울대) 26초60 •남자일반부-강지
석(전주시청) 25초41 •여자고등부-신이
슬(서울체고) 29초54 •여자대학부-이
수민(수원여대) 31초99 •여자일반부-유
현지(전북체육회) 28초41
[배영 100m] •남자고등부-김승현(서

울체고) 56초66 •남자대학부-정동원
(성결대) 55초95 •남자일반부-이주호
(제주도청) 55초39 •여자고등부-이다
린(서울체고) 1분03초31 •여자대학부이수민(수원여대) 1분10초56 •여자일반
부-임다솔(아산시청) 1분01초24
[배영 200m] •남자고등부-강현수
(강원체고) 2분04초21 •남자대학부박성웅(한국체대) 2분03초92 •남자일
반부-이주호(제주도청) 2분01초30 •
여자고등부-김은서(정신여고) 2분18초
47 •여자일반부-함찬미(제주시청) 2
분15초48
[개인혼영 200m] •남자고등부-양석
현(경기체고) 2분03초94 •남자대학부김재우(한국체대) 2분03초14 •남자일반
부-주재구(국군체육부대) 2분04초11 •
여자고등부-이도륜(경기체고) 2분17초
43 •여자대학부-박지은(경성대) 2분33
초28 •여자일반부-이희은(제주시청) 2
분18초33
[개인혼영 400m] •남자고등부-김로
열(대전체고) 4분29초28 •남자대학부오서준(한국체대) 4분35초37 •남자일
반부-주재구(국군체육부대) 4분26초82
•여자고등부-이도륜(경기체고) 4분51
초43 •여자일반부-임은정(화성시청) 5
분04초74
[계영 400m] •남자고등부-서울체고
3분26초27 •남자대학부-한국체대 3분
26초99 •남자일반부-대구시청 3분22
초56 •여자고등부-서울체고 3분53초
17 •여자대학부-경성대 4분13초55 •
여자일반부-제주시청 3분51초26
[계영 800m] •남자고등부-경기체고
7분33초26 •남자대학부-한국체대 7분
35초59 •남자일반부-대구시청 7분25
초41 •여자고등부-서울체고 8분23초
25 •여자대학부-경성대 9분12초14 •
여자일반부-제주시청 8분27초14
[혼계영 400m] •남자고등부-서울체
고 3분44초75 •남자대학부-한국체대
3분48초15 •남자일반부-국군체육부대
3분44초68 •여자고등부-서울체고 4분
14초31 •여자일반부-전북체육회 4분09
초58
[플랫폼다이빙] •남자고등부-김영택
(경기체고) 430.20 •남자대학부-김경
래(한국체대) 362.40 •남자일반부-김태
훈(국민체육진흥공단) 396.40 •여자고
등부-박정인(광주체고) 241.70 •여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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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김수지(울산시청) 277.80
[스프링보드 1m] •남자고등부-김지
욱(무거고) 334.75 •남자대학부-김경래
(한국체대) 286.30 •남자일반부-김영남
(국민체육진흥공단) 394.20 •여자고등
부-전수빈(경기체고) 195.95 •여자일반
부-김수지(울산시청) 248.70
[스프링보드 3m] •남자고등부-이재
경(무거고) 367.75 •남자대학부-김경래
(한국체대) 311.80 •남자일반부-우하람
(국민체육진흥공단) 417.60 •여자고등
부-강유나(서울체고) 253.20 •여자일반
부-정다연(광주광역시체육회) 262.50
[싱크로다이빙 3m] •남자고등부-이
재경 김민서(무거고) 306.42 •남자대학
부-김경래 윤병현(한국체대) 264.03 •
남자일반부-김진용 임재영(강원도청)
346.08 •여자고등부-김채현 김연정(부
산체고) 223.92 •여자일반부-박수경 김
수지(울산시청) 240.72
[싱크로다이빙 10m] •남자고등부박민석 김영택(경기체고) 328.68 •남자
일반부-김경래 윤병현(한국체대) 274.83
•남자일반부-김진용 임재영(강원도청)
365.58 •여자고등부-권하림 강유나(서
울체고) 263.28 •여자일반부-이성혜
조현경(강원도청) 246.69
[수구] •남자고등부-강원체고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솔로)] •여자
고등부-최정연(정신여고) 138.1218 •여
자대학부-서의영(한국체대) 122.8956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듀엣)] •
여자고등부-구예모 최정연(정신여고)
134.3600
2017 MBC배 전국수영대회
(9.13∼18, 김천)
[자유형 50m] •남자고등부-이동우
(부산체고) 23초43 •남자대학부-정다
운(대구한의대) 24초05 •남자일반부양정두(인천시청) 23초01 •여자고등부이소연(부산체고) 26초73 •여자대학
부-채계형(경성대) 29초02 •여자일반
부-황서진(제주시청) 25초97
[자유형 100m] •남자고등부-장동혁
(서울체고) 50초51 •남자대학부-허원
서(한국체대) 50초92 •남자일반부-김
성겸(전주시청) 51초05 •여자고등부조현주(울산스포츠과학고) 57초27 •여
자대학부-차현희(경성대) 1분00초74 •
여자일반부-최지원(전북체육회) 56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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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200m] •남자고등부-김문기
(경기고) 1분52초67 •남자대학부-이호
석(한국체대) 1분50초23 •남자일반부장상진(충북수영연맹) 1분50초85 •여자
고등부-박예린(부산체고) 2분03초36 •
여자대학부-차현희(경성대) 2분09초25
•여자일반부-최혜라(전북체육회) 2분
02초52
[자유형 400m] •남자고등부-김우민
(부산체고) 4분01초36 •남자대학부-최
주현(동아대) 3분56초80 •남자일반부권오국(대구시청) 3분57초14 •여자고등
부-한다경(창덕여고) 4분15초92
[자유형 800m] •여자고등부-한다경
(창덕여고) 8분51초52 •여자일반부-반
선재(경북도청) 8분50초35
[자유형 1,500m] •남자고등부-김
우민(부산체고) 15분52초85 •남자대학
부-정기범(한국체대) 16분24초82 •남자
일반부-백승호(오산시청) 15분51초06
[접영 50m] •남자고등부-임성혁(경
기고) 24초96 •남자대학부-이현우(성
결대) 24초79 •남자일반부-양정두(인
천시청) 24초53 •여자고등부-박예린
(부산체고) 27초00 •여자대학부-채계
형(경성대) 30초33 •여자일반부-박나
리(제주시청) 27초29
[접영 100m] •남자고등부-김지훈
(서울체고) 54초67 •남자대학부-성시
영(한국체대) 54초51 •남자일반부-권
한얼(국군체육부대) 54초09 •여자고등
부-오수빈(서울체고) 1분01초20 •여자
대학부-민지혜(오산대) 1분23초06 •여
자일반부-박진영(대전시시설관리공단)
59초04
[접영 200m] •남자고등부-김로열
(대전체고) 2분02초41 •남자대학부-이
태구(한국체대) 1분58초84 •남자일반
부-정재윤(국군체육부대) 1분59초36 •
여자고등부-박수진(창덕여고) 2분12초
63 •여자일반부-박진영(대전시시설관
리공단) 2분13초90
[평영 50m] •남자고등부-김한준(서
울체고) 28초74 •남자대학부-구태완
(동아대) 28초92 •남자일반부-신형근
(서귀포시청) 27초99 •여자고등부-김
나윤(방산고) 32초97 •여자대학부-오
희지(경성대) 33초16 •여자일반부-김혜
진(전북체육회) 32초12
[평영 100m] •남자고등부-최동열(부
산체고) 1분02초89 •남자대학부-김재

윤(한국체대) 1분01초20 •남자일반부문재권(서귀포시청) 1분02초62 •여자고
등부-권세현(작전여고) 1분10초48 •여
자대학부-오희지(경성대) 1분13초30 •
여자일반부-백수연(광주광역시체육회) 1
분09초05
[평영 200m] •남자고등부-조성재
(서울체고) 2분15초93 •남자대학부-김
재윤(한국체대) 2분15초38 •남자일반
부-주장훈(오산시청) 2분15초14 •여자
고등부-김경은(서울체고) 2분31초49 •
여자대학부-정아름(대구한의대) 2분59
초67 •여자일반부-백수연(광주광역시
체육회) 2분28초04
[배영 50m] •남자고등부-서승우(전
남체고) 26초43 •남자대학부-우영규
(동서울대) 26초97 •남자일반부-이주
호(제주도청) 25초95 •여자고등부-이
현지(충남체고) 29초67 •여자대학부전승헌(원광대) 33초24 •여자일반부김산하(광주광역시체육회) 28초95
[배영 100m] •남자고등부-서승우(전
남체고) 57초81 •남자대학부-박성웅(한
국체대) 57초10 •남자일반부-이주호(제
주도청) 55초54 •여자고등부-이현지
(충남체고) 1분03초42 •여자일반부-임
다솔(아산시청) 1분00초97
[배영 200m] •남자고등부-김주신
(삼천포고) 2분05초45 •남자대학부-박
성웅(한국체대) 2분04초90 •남자일반
부-김지현(충북수영연맹) 2분07초02 •
여자고등부-김은서(정신여고) 2분20초
51 •여자대학부-김지유(한양대) 2분59
초09 •여자일반부-임다솔(아산시청) 2
분09초77
[개인혼영 200m] •남자고등부-김기
환(서울체고) 2분03초91 •남자대학부김재우(한국체대) 2분04초82 •남자일
반부-주재구(국군체육부대) 2분03초55
•여자고등부-정지원(서울체고) 2분18
초96 •여자대학부-박지은(경성대) 2분
33초77 •여자일반부-정하은(안양시청)
2분18초25
[개인혼영 400m] •남자고등부-정현
석(서울체고) 4분32초29 •남자대학부권설빈(제주국제대) 4분38초88 •남자
일반부-주재구(국군체육부대) 4분28초
51 •여자고등부-정지원(서울체고) 5분
04초59 •여자대학부-박수빈(세한대) 5
분53초61 •여자일반부-이하람(아산시
청) 5분10초77

[계영 400m] •남자고등부-서울체고
3분26초09 •남자대학부-한국체대 3분
30초48 •남자일반부-오산시청 3분25
초93 •여자고등부-서울체고 3분53초
13 •여자대학부-경성대 4분15초40 •
여자일반부-경북도청 3분49초26
[계영 800m] •남자고등부-서울체고
7분37초56 •남자대학부-한국체대 7분
31초24 •남자일반부-국군체육부대 7분
31초64 •여자고등부-서울체고 8분25
초51 •여자대학부-경성대 9분20초26
•여자일반부-경북도청 8분17초58
[혼계영 400m] •남자고등부-서울체
고 3분50초23 •남자대학부-한국체대
3분50초44 •남자일반부-국군체육부대
3분46초37 •여자고등부-서울체고 4분
20초88 •여자대학부-경성대 4분31초5
•여자일반부-화성시청 4분20초32
[플랫폼다이빙] •남자고등부-이재경
(무거고) 356.80 •남자대학부-김경래
(한국체대) 326.20 •남자일반부-류민
재(광주광역시체육회) 377.40 •여자고
등부-권하림(서울체고) 263.25 •여자대
학부-고현아(제주대) 166.50 •여자일반
부-조은비(인천시청) 328.90
[스프링보드 1m] •남자고등부-김지
욱(무거고) 345.20 •남자대학부-김경래
(한국체대) 307.95 •남자일반부-김진용
(강원도청) 343.00 •여자고등부-권하
림(서울체고) 234.30 •여자대학부-고현
아(제주대) 166.10 •여자일반부-김수지
(울산시청) 258.30
[스프링보드 3m] •남자고등부-정연
재(강원체고) 399.00 •남자대학부-김
경래(한국체대) 321.05 •남자일반부-김
영남(국민체육진흥공단) 466.20 •여자
고등부-김채현(부산체고) 249.15 •여자
일반부-김수지(울산시청) 291.80
[싱크로다이빙 3m] •남자고등부-이
재경 김지욱(무거고) 363.18 •남자대학
부-김상민 김경래(한국체대) 295.74 •
남자일반부-김영남 이태균(국민체육진
흥공단) 354.03 •여자고등부-김채현
김연정(부산체고) 227.64 •여자일반부조은비 조은지(인천시청) 245.34
[싱크로다이빙 10m] •남자고등부이재경 김지욱(무거고) 362.46 •남자대
학부-윤병현 김경래(한국체대) 270.00
•남자일반부-김태훈 김영남(국민체육
진흥공단) 369.30 •여자고등부-최소영
전수빈(경기체고) 232.41 •여자일반부-

박수경 김수지(울산시청) 268.08
[수구] •남자고등부-서울체고
[아티스틱스위밍(솔로)] •여자고등
부-이리영(부산체고) 150.8176 •여자대
학부-엄지완(연세대) 152.0909
[아티스틱스위밍(듀엣)] •여자고등
부-구예모 최정연(정신여고) 139.3012

스피드스케이팅
<국내대회>
제47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
이팅대회
(1.2~3, 태릉국제스테이트장)
[남자고등부] •500m-정선교(강
원체고) •1,000m-김민석(평촌고)
•1,500m-김민석(평촌고), •3,000m-정
재우(서현고) •5,000m-정재우(서현고)
•매스스타트-이도형(판곡고)
[여자고등부] •500m-김민조(청
원고) •1,000m 김하은(양주 백석
고) •1,500m-박지우(의정부여고)
•3,000m-엄채린(평촌고) •매스스타
트-김동희(의정부여고)
2017 종별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권대회
(1.23~1.25,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고등부] •500m-우선명(양평고)
•1,500m-이도형(판곡고) •3,000m-정
재우(서현고) •5,000m-정재우(서현고)
•올라운드-정재우(서현고)
[남자대학부] •500m-김영진(한국체
대) •1,500m-노혁준(단국) •3,000m박기웅(한국체대) •5,000m-박성광(한
국체대) •올라운드-•소한재(한국체대)
[남자실업부] •500m-이강석(의
정부시청) •1,500m-엄춘호(스포츠
토토) •3,000m-이진영(강원도청)
•5,000m-엄천호(스포츠토토) •올라
운드-엄천호(스포츠토토)
[여자고등부] •500m-엄채린(평
천고) •1,000m-김하은(양주백석
고) •1,500m-김하은(양주백석고)
•3,000m-김하은(양주백석고) •올라
운드-김하은(양주백석고)
[여자대학부] •500m-남예원(경희대)
•1,000m-남지은(한국체대) •1,500m남지은(한국체대) •3,000m-박초원(단
국대) •올라운드-남지은(한국체대)

[여자실업부] •500m-노선영(강
원도청) •1,000m-노선영(강원도청)
•1,500m-노선영(강원도청) •3,000m박도영(동두천시청) •올라운드-노선영
(강원도청)
제52회 고빙상인추모 전국남녀 스피
드스케이팅 대회
(3.18~19,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고등부] •500m-정재웅(동북고)
•1,00m-김민석(평천고) •1,500m-박지
우(한국체대) •3,000m-정재원(동북고)
•5,000m-정재원(동북고) •매스스타
트-엄희용(동북고)
[남자대학부] •500m-김준호(한
국체대) •1,000m-김준호(한국체대)
•1,500m-박기웅(한국체대) 3,000m-이
도형(한국체대) •5,000m-오현민(한국
체대)
[남자일반부] •500m-모태범(대
한항공) •1,000m-김태윤(서울시청)
•1,500m-김철민(강원도청) •3,000m김병수(경기일반) •5,000m-고병욱(의
정부시청) •매스스타트-고병욱(의정부
시청)
[여자고등부] •500m-김민지(세
화여고) •1,000m-김민지(세화여고)
•1,500m-전미령(판곡고) •3,000m전미령(판곡고) •매스스타트-황고은
(평촌고)
[여자대학부] •500m-김민조(고려대)
•1,000m-김하은(이화여대) •1,500m박지우(한국체대) •3,000m-박지우(한
국체대)
[여자일반부] •500m-김현영(성
남시청) •1,000m-김현영(성남시청)
•1,500m-노선영(강원도청) •3,000m박도영(동두천시청)
2017 제1차 스피드스케이팅 공인기
록회
(10.11~12,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부] •500m-김성규(의정부시청)
•1,000m-정재웅(동북고) •1,500m-정
재원(동북고) 3,000m-이승훈(대한항공)
•5,000m-김병준(고양시청)
[여자부] •500m-김민조(고려대)
•1,000m-박채은(신현중) •1,500m박채은(신현중) •3,000m-김하은(이화
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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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전국남녀종목별스피드선수권
대회
(10.26~28,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부] •500m 1차-차민규(동두천
시청) 2차-김태윤(서울시청) •1,000m김태윤(서울시청) •1,500m-이승훈(대
한항공) •5,000m-이승훈(대한항공)
•10,000m-이승훈(대한항공)
[여자부] •500m 1차-이상화(스포
츠토토) 2차-이상화 •1,000m-이상화
(스포츠토토) •1,500m-노선영(콜핑팀)
•3,000m-김보름(강원도청)
제72회 종합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12.29~30,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부] •500m-김철민(강원도청)
•1,500m-이승훈(대한항공) •5,000m이승훈(대한항공) •10,000m-이승훈
(대한항공) •올라운드-이승훈(대한
항공)
[여자부] •500m-박지우(한국체대)
•1,500m-박지우(한국체대) •3,000m박지우(한국체대) •5,000m-박지우(한
국체대) •올라운드-박지우(한국체대)
제44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스
케이팅 선수권대회회
(12.29~30,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남자부] •500m-1차 김태윤(서울시
청) 2차 차민규(동두천시청) •1,000m-1
차 -차민규(동두천시청) 2차 김태윤(서
울시청) •스프린트-차민규(동두천시청)
[여자부] •500m-1차 김민조(고려대)
2차 김민조(고려대) •1,000m-1차 -김
민조(고려대) 2차 김민조(고려대) •스프
린트-김민조(고려대)

2016~2017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2.17~19, 헬싱키 핀란드)
[남자부] •매스스타트-②오현민
[여자부] •팀스프린트-③황다솜, 엄
채린, 김하은, 전미령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제2
그룹
(7.7∼23, 불가리아 루세, 폴란드 오스
트로비에츠, 한국 수원, 체코 오스트라바)
②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
드월드컵 1차대회
(11.10~12, 네덜란드 헤이런베인)
[남자부] •매스스타트-①이승훈 •
팀추월-③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여자부] •500m-1차레이스 ②이상
화 2차레이스 ②이상화 •팀스프린트③김현영, 박승희, 김민선

2017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7.24∼8.1,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③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
드월드컵 2차대회
(11.17~19,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여자부] •500m-2차 레이스 ③이상
화 •팀스프린트-①김현영, 박승희, 김
민선

2017 그랜드챔피언스컵
(9.5∼14, 일본 도쿄) ⑥한국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
드월드컵 3차대회
(12.1~3, 캐나다 캘거리)
[여자부] •500m-②이상화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
드월드컵 4차대회
(12.8~11,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남자부] •매스스타트-①이승훈
[여자부] •500m-1차 레이스 ②이상
화 2차 레이스 ②이상화

아마배구
<국내대회>

<국제대회>
2016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2.11~14, 러시아 콜롬나)
[여자부] •500m -②이상화(스포츠
토토) •매스스타트-①김보름
2016~2017 ISU 주니어 스피드월드컵
파이널
(2.11~12, 독일 에르푸르트)
[남자부] •1,500m-①오현민
•3,000m-③오현민
[여자부] •매스스타트-①전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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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
(9.27∼10.1, 강원도 고성)
[남자고등부] •남성고
[여자고등부] •대전용산고
[남자대학부] •조선대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

<국제대회>
2017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제2
그룹
(6.2∼25, 일본 다카나시, 네덜란드 헤
이그, 한국 서울) ⑥한국

2017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8.9∼17, 필리핀 마닐라) ③한국
2018 세계남자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
(8.10∼14, 이란 아르다빌) ④한국

2018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
(9.20∼24, 태국 나콘빠톰) ①한국

아마복싱
2017 전국종별신인복싱선수권대회
(3.10~14, 충남 청양군민체육관)
[남자고등부] •이풍운(남양복싱클
럽 -49㎏) •조성재(이천복싱 team k
-52㎏) •장한결(대성권투체육관 -56
㎏) •백지훈(남양주권투체육관 -60
㎏) •이한용(충남체고 -64㎏) •정민
찬(더에이치복싱짐 -69㎏) •박준서(고
영상복싱아카데미 -75㎏) •정찬규(한
울고 -81㎏) •백은찬(박태림복싱체육
관 -91㎏)
[여자고등부] •강진서(군산제일복
싱체육관 -51㎏) •이제니(동포권투체
육관 -60㎏) •신유화(영천권투체육관
-75㎏)
[남자일반부] •이규원(고구려복싱클
럽 -49㎏) •김영빈(용인대탑권투체육
관 -52㎏) •박산하(잠실복싱클럽 -56
㎏) •김진범(빅토리복싱짐 -60㎏) •이
선규(스타복싱 -64㎏) •윤하영(달서복
싱체육관 -69㎏) •이호준(신도체육관
-75㎏) •박승현(한국복싱체육관 -81㎏)
•이성민(프라임복싱클럽 +91㎏)
[여자일반부] •현주희(빅토리복싱짐
-51㎏) •손예지(달서복싱체육관 -60㎏)
•최홍은(삼성복싱클럽 -75㎏)

2017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
대회
(4.6∼13,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남자고등부] •조성민(예산고 -46
㎏) •김재영(충북체고 -49㎏) •이희
섭(경남체고 -52㎏) •이태민(충남체고
-56㎏) •이채현(대구체고 -60㎏) •곽
동현(전남체고 -64㎏) •김병모(덕정고
-69㎏) •배승현(경남체고 -75㎏) •김
택민(부여정보고 -81㎏) •이윤택(대전
체고 -91㎏)
[여자고등부] •김채원(덕정고 -51㎏)
•임애지(화순참피언복싱체육관 -60㎏)
•김지호(시화공고 -75㎏)
[남자대학부] •오범석(인하대 -49
㎏) •김원호(용인대 -52㎏) •함상명
(용인대 -56㎏) •박진호(용인대 -60
㎏) •임현석(대전대 -64㎏) •김창엽
(한국체대 -69㎏) •홍인기(대전대 -75
㎏) •김종진(한국체대 -81㎏) •주태
웅(한국체대 -91㎏) •김진녕(용인대
+91㎏)
[남자일반부] •안성호(국군체육부대
-49㎏) •백승빈(영주시청 -52㎏) •성
국녕(국군체육부대 -56㎏) •현동주(보
령시청 -60㎏) •이상민(영주시청 -64
㎏) •심현용(보령시청 -69㎏) •김정우
(남원시청 -75㎏) •지현용(국군체육부
대 -81㎏) •김동회(보령시청 -91㎏) •
허진호(부산광역시체육회 +91㎏)
[여자일반부] •이숙영(원주시청 -51
㎏) •박지혜(대전광역시체육회 -60㎏)
•성수연(원주시청 -75㎏)
2017 전국종별신인복싱선수권대회
(6.24~28, 충남 청양군민체육관)
[남자고등부] •신재용(경북체고 -46
㎏) •서태훈(대구체고 -49㎏) •이상
구(충남체고 -52㎏) •김현태(계산공고
-56㎏) •전성재(충남체고 -60㎏) •허
재국(덕정고 -64㎏) •박종훈(광주체고
-69㎏) •김대현(경북체고 -75㎏) •임
재경(서울체고 -81㎏) •임혁(경북체고
-91㎏)
[여자고등부] •김채원(덕정고 -51㎏)
•임애지(화순참피온복싱체육관 -60㎏)
•김세령(포항청마복싱클럽 -75㎏)
[남자대학부] •조세형(대전대 -49
㎏) •김원호(용인대 -52㎏) •함상명
(용인대 -56㎏) •이진석(한국체대 -60
㎏) •정우진(한국체대 -64㎏) •손준

호(한국체대 -69㎏) •신동욱(한국체
대 -75㎏) •김종진(한국체대 -81㎏) •
길영진(용인대 -91㎏) •김진녕(용인대
+91㎏)
[남자일반부] •안성호(국군체육부대
-49㎏) •성국녕(국군체육부대 -52㎏)
•최상돈(국군체육부대 -56㎏) •홍인
표(성남시청 -60㎏) •김강태(충주시청
-64㎏) •심현용(보령시청 -69㎏) •김
정우(남원시청 -75㎏) •박관수(청양군
청 -81㎏) •이계현(성남시청 -91㎏) •
임상혁(청양군청 +91㎏)
[여자일반부] •조혜빈(상지대 -51㎏)
•천명선(상지대 -60㎏) •성수연(원주
시청 -75㎏)
제47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8.22~26, 안동체육관)
[남자고등부] •박수열(충북체고 -46
㎏) •이수민(충주공고 -49㎏) •이희
섭(경남체고 -52㎏) •신범호(경기체고
-56㎏) •이제윤(경북체고 -60㎏) •곽
동현(전남체고 -64㎏) •김평중(경남체
고 -69㎏) •배승현(경남체고 -75㎏) •
김택민(부영정보고 -81㎏) •권성훈(경
남체고 -91㎏)
[여자고등부] •송다현(덕정고 -51㎏)
•최희정(전북체고 -60㎏) •김지호(시
화공고 -75㎏)
[남자대학부] •조세형(대전대 -49㎏)
•정현수(대전대 -52㎏) •이길수(마산
대 -56㎏) •김두래(서원대 -60㎏) •
임현석(대전대 -64㎏) •임현철(대전대
-69㎏) •홍인기(대전대 -75㎏) •김호
겸(서원대 -81㎏) •이유중(마산대 -91
㎏) •박원준(마산대 +91㎏)
[남자일반부] •신종훈(인천광역
시청 -49㎏) •최주현(서울특별시청
-52㎏) •서동식(보령시청 -56㎏) •
강현빈(서울특별시청 -60㎏) •홍인
표(성남시청 -64㎏) •이동진(서울특
별시청 -69㎏) •이종엽(전남복싱협회
-75㎏) •정재민(영주시청 -81㎏) •
김동회(보령시청 -91㎏) •정의찬(충주
시청 +91㎏)
[여자일반부] •김민정(대전광역시체
육회 -51㎏) •박지혜(대전광역시체육회
-60㎏) •최수연(구미시체육회 -75㎏)
제49회 전국복싱우승권대회
(9.21∼25, 충남 당진실내체육관)

[남자고등부] •최우석(광주중앙고
-46㎏) •강은찬(태원고 -49㎏) •최세
민(울산기술공고 -52㎏) •이행석(울산
기술공고 -56㎏) •정경훈(점촌고 -60
㎏) •이재범(인천제일고 -64㎏) •박호
규(점촌고 -69㎏) •기봉관(신순철용인
대복싱클럽 -75㎏) •정하랑(청주복싱
마스터클럽 -81㎏) •김연승(광주중앙고
-91㎏)
[여자고등부] •박지영(휘경공고 -51
㎏) •김윤지(연기복싱체육관 -60㎏)
[남자일반부] •양창현(마산대 -49
㎏) •강상욱(사천복싱협회2체육관 -52
㎏) •이현수(마산대 -56㎏) •이근협(서
원대 -60㎏) •박정민(상지대 -64㎏) •
오석빈(포항대 -69㎏) •윤상철(포항대
-75㎏) •윤창현(당진시복싱연맹 -81㎏)
•이동찬(정용체육관 -91㎏) •최요한
(상지대 +91㎏)
[여자일반부] •현주희(빅토리복싱짐
-51㎏) •손예지(달서복싱체육관 -60㎏)
•최홍은(삼성복싱클럽 -75㎏)

아마야구
<국내대회>
2017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4.30∼5.15, 목동구장 등) •덕수고
2017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5.20∼6.28, 목동구장 등) •배명고
2017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7.1∼11, 횡성베이스볼파크) •홍익대
2017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7.17∼30, 보은스포츠센터) •원광대
2017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7.23∼8.5, 목동구장) •서울고
2017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12∼31, 목동구장) •야탑고

<국제대회>
제28회 세계청소년(18세 이하) 야구선
수권대회
(9.1~11,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선더베이
포트아서) ②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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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축구
제53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12~28, 통영공설운동장 등)
[대학부] ①숭실대
KBS N 제13회 1, 2학년대학축구대회
(6.26~7.11, 양구종합운동장 등)
[대학부] ①중앙대
제48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7.17~8.2, 태백종합경기장 등)
[대학부] ①단국대
제53회 춘계고등축구연맹전
(2.8~22, 경남 합천군)
[고등부] ①매탄고
제53회 추계고등축구연맹전
(8.7~22, 경남 합천군)
[고등부] ①언남고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4.26~30, 충주시)
[중등부] ①포항 항도중
[고등부] ①충주 예성여고
[대학부] ①고려대
제25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6.3~12, 경주시)
[중등부] ①현대청운고
[고등부] ①충주 예성여고
[대학부] ①위덕대
제16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7.22~8.6, 합천군)
[중등부] ①포항 항도중
[고등부] ①충남 인터넷고
[대학부] ①고려대
[일반부] ①구미스포츠토토

아이스하키
<국내대회>
제62회 전국대학부선수권대회
(3.5∼12, 목동아이스링크) ①연세대
2017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1차리그·
제60회 전국고등부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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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목동아이스링크) ①광성고
제51회 전국춘계중·고연맹전-고등
부 아이스하키대회
(6.1∼6, 고려대 아이스링크) ①경기고
2017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2차리그·
제37회 유한철배 대회
(6.12∼24, 목동아이스링크) ①경기고
2017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3차리그·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7.22∼30, 고려대 아이스링크)
①경복고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
(10.1∼10.9, 목동아이스링크) ①연세대
2017 고교아이스하키리그 왕중왕전
(10.25∼30, 목동아이스링크)
①경기고
제72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11.8∼16, 고양 어울림누리링크)
①대명 킬러웨일즈
제37회 유한철배 전국 대학부 아이스
하키대회
(11.20∼28, 고려대 아이스링크)
①고려대

<국제대회>
2017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2.9∼11, 고양 어울림누리링크) ③위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A
(4.2∼8, 강릉하키센터) ①위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1 그룹A
(4.22∼28, 우크라이나 키예프) ②위
2017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11.10∼12,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④위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12.14∼16, 러시아 모스크바) ④위

양궁
<국내대회>
제19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실내대회
(2.19~24, 충북 보은)
[개인전] •남자 리커브-김재형(울산
남구청) •여자 리커브-황윤주(홍성군
청) •남자 컴파운드-최용희(현대제철)
•여자 컴파운드-오지은(울산남구청)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임동
현, 안세진(청주시청) •남자 리커브-코
오롱엑스텐보이즈 •여자 리커브-현대
모비스
제51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
(5.15~19, 충북 청주)
[개인전] •남자대학부 리커브-허재
우(계명대) •남자일반부 리커브-이승
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여자대학부
리커브-김수린(계명대) •여자일반부
리커브-안세진(청주시청) •남자일반부
컴파운드-양재원(한일장신대) •여자일
반부 컴파운드-설다영(하이트진로)
[단체전] •남자대학부 리커브-계명
대 •남자일반부 리커브-코오롱엑스텐
보이즈 •여자대학부 리커브-광주여대
•여자일반부 리커브-광주시청 •남자
일반부 컴파운드-한일장신대
제34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양궁대회
(6.14~19 충북 청주)
[개인전] •남자일반부 리커브-신재
훈(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여자대학 리
커브-임희진(안동대) •여자일반부 리
커브-윤진(현대모비스) •남자일반부
컴파운드-양재원(한일장신대) •여자일
반부 컴파운드-김현주(울산남구청)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대학부 리커
브-박성철 김수린(이상 계명대) •혼성
일반부 리커브-정태영(두산중공업) 박
세연(창원시청) •남자대학 리커브-배
재대 •남자일반부 리커브-국군체육부
대 •여자대학 리커브-계명대 •여자일
반부 리커브-광주시청 •혼성 컴파운
드-최은규 오지은(이상 일산남구청)
제20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양궁대회
(6.23~27 광주)
[개인전] •남자대학 리커브-박준영

(경희대) •여자대학 리커브-김채윤(한
국체대) •남자대학 컴파운드-양재원
(한일장신대) •여자대학 컴파운드-유
수연(한국체대)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박성
철 김수린(이상 계명대) •남자대학 리
커브-경희대 •여자대학 리커브-한국
체대
제28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전국남녀
대회
(6.29~7.4 충북 보은)
[개인전] •남자 리커브-정태영(두산
중공업) •여자 리커브-전인아(전북도
청) •남자 컴파운드-김종호(현대제철)
•여자 컴파운드-소채원(현대모비스)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박민
범(전북체육회), 한희지(전북도청) •남
자 리커브-예천군청 •여자 리커브-예
천군청
제35회 대통령기전국남녀대회
(7.23~28 광주)
[개인전] •남자대학 리커브-박준영
(경희대) •남자일반부 리커브-김우진
(청주시청) •여자대학 리커브-강채영
(경희대) •여자일반부 리커브-박미경
(대전시체육회) •남자일반부 컴파운
드-김종호(현대제철) •여자일반부 컴
파운드-최보민(청주시청)
[혼성 및 단체전] •혼성대학 리커브김우진, 홍수남(이상 청주시청) •혼성일
반 리커브-강석, 강채영(이상 경희대) •
남자대학 리커브-계명대 •남자일반부
리커브-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여자대
학 리커브-한국체대 •여자일반부 리커
브-청주시청 •혼성 컴파운드-양재원
(한일장신대), 오유현(전북도청) •남자
일반부 컴파운드-현대제철
제49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9.13~17, 경북 예천)
[개인전] •남자일반부 리커브-김우
진(청주시청) •여자일반부 리커브-이
은아(여주시청) •남자일반부 컴파운
드-김종호(현대제철) •여자일반부컴파
운드-이혜림(서울여고)
[혼성 및 단체전] •남자일반부 리커
브-현대제철 •여자일반부 리커브-광
주시청 •혼성 컴파운드-공민석(한국체
대), 이혜림(서울여고) •남자일반부 컴

파운드-현대제철
2018 국가대표 1차 재야선발전
(9.18~20, 경북 예천)
[개인전] •남자 리커브-김규찬(예천
군청) •여자 리커브-정다소미(현대백
화점) •남자 컴파운드-양영호(청주시
청) •여자 컴파운드-오유현(전북도청)
2018 국가대표 2차 재야선발전
(11.7~13, 광주)
[개인전] •남자 리커브-신재훈(코오
롱엑스텐보이즈) •여자 리커브-전인아
(전북도청)

<국제대회>
세계양궁연맹(WA) 현대 양궁월드컵 1
차대회
(5.16~21, 중국 상하이)
[개인전] •남자 리커브-②김우진 ③
임동현 •여자 리커브-①기보배 ②장
혜진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②장
혜진, 김우진 •혼성 컴파운드-①김종
호, 소채원 •남자리커브-②한국 •여
자 컴파운드-①한국
세계양궁연맹(WA) 현대 양궁월드컵 3
차대회
(6.20~25,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임동현 ②
김우진 •여자 리커브-①장혜진 ③최미
선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①임
동현, 장혜진 •여자 리커브-②한국 •
남자 컴파운드 ①한국 •여자 컴파운드
①한국
2017 아시안컵 3차 대회
(7.4~9, 대만 타이베이)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하현후 ②
이진용 •여자 리커브-②이승희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②서
승범, 이승희
세계양궁연맹(WA) 현대 양궁월드컵 4
차대회
(8.8~13, 독일 베를린)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김우진 ②
김종호 •여자 리커브-①강채영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①김

우진, 최미선 •남자 리커브-③한국 •
여자 리커브-①한국
201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8.19∼24, 대만 타이베이)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이승윤 ③
김우진 •여자 리커브-①강채영 •남자
컴파운드-①김종호 •여자컴파운드-①
송윤수 ③소채원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①이
승윤 최미선 •남자 리커브-①한국 •
여자 리커브-①한국 •혼성 컴파운드①김종호, 소채원 •남자 컴파운드-③
한국 •여자 컴파운드-①한국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파이널 대회
(9.2~3, 이탈리아 로마)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김우진 ③
임동현 •여자 리커브-①기보배 ③장
혜진
[혼성전] •혼성 리커브-①한국
2017 세계선수권대회
(10.15~22, 멕시코 멕시코시티)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임동현 •
여자 리커브-②장혜진 •여자 컴파운
드-①송윤수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①임
동현, 강채영 •남자 리커브-③한국 •
여자 리커브-①한국 •혼성 컴파운드①김종호, 송윤수 •여자 컴파운드-③
한국
2017 아시아선수권대회
(11.25~30, 방글라데시 다카)
[개인전] •남자 리커브-①이승윤 •
여자 리커브-①이은경 ②최민선 ③기보
배 •남자 컴파운드-②김종호 ③홍성호
•여자 컴파운드-①송윤수 ②최보민
[혼성 및 단체전] •혼성 리커브-①김
종호, 최민선 •남자 리커브-①한국 •
여자 리커브-①한국 •혼성 컴파운드①김종호, 소채원 •남자 컴파운드-①
한국 •여자 컴파운드-②한국

역도
<국내대회>
2017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3.22∼28,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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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고등부] •56㎏급-정영규(공
주영명고) •62㎏급-박세환(충북체고)
•69㎏급-최승환(대성일고) •77㎏급김종아(경남체고) •85㎏급-정태민(광
주체고) •94㎏급-최준혁(영동고) •105
㎏급-김경래(강원체고) •+105㎏급-송
영환(홍천고)
[남자대학부] •56㎏급-임강훈(한국
체대) •62㎏급-정호용(한국체대) •69
㎏급-조대희(한국체대) •77㎏급-강선
호(조선대) •85㎏급-노호나(한국체대)
•94㎏급-김상하(한국체대) •105㎏급양진석(한국체대) •+105㎏급-천문성
(한국체대)
[남자일반부] •62㎏급-한성균(국군
체육부대) •69㎏급-김준수(보성군청)
•77㎏급-김상윤(광주광역시체육회)
•85㎏급-김동진(평택시청) •94㎏급최이호(고양시청) •105㎏급-김인수(국
군체육부대) •+105㎏급-김철유(남양주
시체육회)
2017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4.12∼17, 전남 보성 다향체육관)
[여자고등부] •53㎏급-박선영(김
해영운고) •58㎏급-김지희(경남체고)
•63㎏급-장윤서(강원체고) •69㎏급김이슬(안산공고) •75㎏급-이유진(강
원체고) •90㎏급-현소예(포항해양과학
고) •+90㎏급-김동희(대전이문체고)
[여자대학부] •48㎏급-전상현(한국
체대) •53㎏급-최유림(한국체대) •58
㎏급-김보휘(한국체대) •63㎏급-최유
진(한국체대) •69㎏급-박지원(한국체
대) •75㎏급-유민경(한국체대) •90㎏
급-최가연(한국체대) •+90㎏급-고아
랑(한국체대)
[여자일반부] •48㎏급-김예림(강원
도체육회) •53㎏급-장은비(공주시청)
•58㎏급-이해주(경남도청) •75㎏급이주희(하이트진로)
2017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6.21∼28, 전남 완도 농어민문화체육
센터)
[남자고등부] •56㎏급-김승환(태광
고) •62㎏급-배문수(경기체고) •69㎏
급-신비(고흥고) •77㎏급-이학영(충북
체고) •85㎏급-염다훈(경기체고) •94
㎏급-황수환(광주체고) •105㎏급-이승
준(순창고) •+105㎏급-송영환(홍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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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부] •56㎏급-임강훈(한국
체대) •62㎏급-정호용(한국체대) •69
㎏급-이상현(한국체대) •77㎏급-김종
경(경남대) •85㎏급-장연학(한국체대)
•94㎏급-황인찬(경남대) •105㎏급-박
진현(경남대) •+105㎏급-황우만(한국
체대)
[남자일반부] •56㎏급-김용호(포천
시청) •62㎏급-한명목(경남도청) •69
㎏급-이창호(양구군청) •77㎏급-김광
훈(울산시청) •85㎏급-유동주(진안군
청) •94㎏급-정현섭(고양시청) •105㎏
급-서희엽(수원시청) •+105㎏급-이제
상(국군체육부대)
[여자고등부] •48㎏급-문정선(광주
체고) •53㎏급-김담비(원주여고) •58
㎏급-김세연(인천체고) •63㎏급-정윤
아(충북체고) •69㎏급-이민지(울산스
포츠과학고) •75㎏급-장현주(경북체고)
•90㎏급-서민지(삼일여고) •+90㎏
급-이선미(경북체고)
[여자대학부] •48㎏급-전상현(한국
체대) •53㎏급-최유림(한국체대) •58
㎏급-김보휘(한국체대) •63㎏급-최유
진(한국체대) •69㎏급-박지원(한국체
대) •75㎏급-최가연(한국체대) •90㎏
급-유민경(한국체대) •+90㎏급-고아
랑(한국체대)
[여자일반부] •48㎏급-윤민희(공주
시청) •53㎏급-조유미(경남도청) •58
㎏급-김소화(인천시청) •63㎏급-박
다희(울산시청) •69㎏급-김수현(경북
개발공사) •75㎏급-황푸름(강원도청)
•90㎏급-정아람(인천시청) •+90㎏
급-이희솔(울산시청)

<국제대회>
2017 세계역도선수권대회
(11.28∼12.5,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
하임)
[남자부] •62㎏급 ⑦한명목 •69㎏
급 ①원정식 •77㎏급 ④김우재 ⑦김광
훈 •105㎏급 ④서희엽 ⑨진윤성

요트
<국내대회>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크경기
(8.17~8.20, 충남 보령요트경기장)
[470급 남자부] •대학부 손우석(충남

대) •일반부 김대영(여수시청)
[420급 남자부] •중고등부 김용현
한철규(충남해양과학고)
[레이저급 남자부] •고등부 방민성
(양운고) •대학일반부 하지민(해운대
구청)
[레이저레이디얼급 남자부] •중고등
부 강준철(남녕고) •대학일반부 오강택
(충남대)
[레이저4.7급 남자부] •중고등부 유
동재(대구체중)
[RS:X 9.5급 남자부] •고등부 이상경
(충남해양과학고) •대학일반부 조원우
(해운대구청)
[49er급] •대학일반부 채봉진(여수
시청)
제16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제3차 국가대표 선발전
(8.30~9.4,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레이저레이디얼급 남자부] •중고등
부 강준철(남녕고) •대학일반부 구현모
(한국해양대)
[레이저레이디얼급 여자부] •중고등
부 남다은(양운고) •대학일반부 김지아
(이화여대)
[레이저급 남자부] •고등부 박성빈
(충남해양과학고) •대학부 이석현(한국
해양대) •일반부 정보(강릉시청)
[RS:One급 남자부] •고등부 김준
영(남창고) •대학일반부 김준식(대구
시청)
[RS:One급 여자부] •고등부 김새봄
(인천공항고) •대학일반부 이유진(인
하대)
[RS:X8.5급 남자부] •고등부 강동헌
(남창고)
[RS:X8.5급 여자부] •고등부 최은빈
(동원고) •대학일반부 천사빈(한국체대)
[RS:X9.5급 남자부] •고등부 윤홍환
(광남고) •대학부 김찬의(울산대) •일
반부 이태훈(인천체육회)
제5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9.1~10, 경남 통영시 고성군 일원)
[J24급] •일반부 하나별(서머 산타나)
제9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
회 겸 2017 제4차 국가대표 선발전
(9.7~11, 경북 울진군 후포마리나)
[레이저레이디얼급 남자부] •중고등

부 안인(무선중) •대학일반부 구현모(한
국해양대)
[레이저레이디얼급 여자부] •중고등
부 남다은(양운고) •대학일반부 김지아
(이화여대)
[레이저급 남자부] •고등부 김세웅
(여수고) •대학부 정민규(한국해양대)
•일반부 김창윤(해양체육단)
[RS:One급 남자부] •고등부 정민교
(광남고) •대학일반부 김준식(대구시청)
[RS:One급 여자부] •고등부 김새봄
(인천공항고) •대학일반부 이유진(인하
대)
[RS:X 9.5급 남자부] •고등부 김현수
(여수고) •대학부 김찬의(울산대) •일
반부 손지원(강릉시청)
[470급 남자부] •대학부 박지훈(한국
해양대) •일반부 김창주 김지훈(인천광
역시체육회)

유도
<국내대회>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3.13~17, 순천 팔마체육관)
[남자일반부] •60㎏급-①김찬녕(용
인대) •66㎏급-①안바울(남양주시청)
•73㎏급-①안창림(수원시청) •81㎏
급-①이승수(여수시청) •90㎏급-①곽
동한(하이원유도) •100㎏급-①김현철
(국군체육부대) •100㎏ 이상급-①김성
민(렛츠런파크)
[여자일반부] •48㎏급-①강유정(용
인대) •52㎏급-①박다솔(용인대) •57
㎏급-①권유정(한국체대) •63㎏급-①
김지정(한국체대) •70㎏급-①김성연(광
주도시철도공사) •78㎏급-①이정윤(용
인대) •78㎏ 이상급-①김민정(렛츠런
파크)
[남자고등부] •55㎏급-①박찬혁(광
주체고) •60㎏급-①황일태(송도고)
•66㎏급-①이진규(신철원고) •73㎏
급-①최훈(경민고) •81㎏급-①이남훈
(주산산업고) •90㎏급-①정인성(삼천
포중앙고) •100㎏급-①김경환(송도고)
•100㎏ 이상급-①김두용(계성고)
[여자고등부] •45㎏급-①박소영(충
북체고) •48㎏급-①유주희(경기체고)
•52㎏급-①이라겸(충북체고) •57㎏
급-①김주희(충북체고) •63㎏급-①이

고은(전북체고) •70㎏급-①임우주(경
기체고) •78㎏급-①김아현(여수정과고)
•78㎏이상급-①임보영(경민IT고)
YMCA 전국유도대회
(4.24~26, 전남 영암실내체육관)
[남자고등부] •60㎏급-①이은결
(보성고) •66㎏급-①이진규(신철원고)
•73㎏급-①최훈(경민고) •81㎏급①도형준(해동고) •90㎏급-①한지훈
(해동고) •100㎏급-①심재우(보성고)
•100㎏ 이상급-①김민종(보성고)
[여자고등부] •48㎏급-①유주희(경
기체고) •52㎏급-①장윤진(서울체고)
•57㎏급-①이수빈(경민IT고) •63㎏
급-①정이주(경민IT고) •70㎏급-①강
다빈(도개고) •78㎏급-①김유진(영선
고) •78㎏이상급-①김하윤(삼정고)
용인대총장기 전국유도대회
(5.16~17,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남자고등부] •60㎏급-①박건태
(충남체고) •66㎏급-①김지운(보성고)
•73㎏급-①최훈(경민고) •81㎏급-①
김태훈(경북체고) •90㎏급-①정인성
(삼천포중앙고) •100㎏급-①이승엽(부
산체고) •100㎏ 이상급-①김민종(보성
고)
[여자고등부] •48㎏급-①정경은(광
주체고) •52㎏급-①주재희(서울체고)
•57㎏급-①김주희(충북체고) •63㎏
급-①임우주(경기체고) •70㎏급-①윤
주희(영서고) •78㎏급-①김주윤(울산생
과고) •78㎏이상급-①임보영(경민IT고)
전국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
(6.13~14,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남자일반부] •60㎏급-①김찬녕(용
인대) •66㎏급-①김임환(렛츠런파크)
•73㎏급-①강헌철(용인대) •81㎏급①이승수(여수시청) •90㎏급-①정원준
(철원군청) •100㎏급-①원종훈(경찰체
육단) •100㎏ 이상급-①김성민(렛츠런
파크)
[여자일반부] •48㎏급-①정보경
(안산시청) •52㎏급-①박다솔(용인대)
•57㎏급-①김새리(광주도시철도공사)
•63㎏급-①최은솔(인천시청) •70㎏
급-①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8㎏
급-①이정윤(용인대) •78㎏ 이상급-①
김민정(렛츠런파크)

아시아 및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
견 국가대표 선발전
(6.15~16,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남자일반부] •55㎏급-①박건태(충
남체고) •60㎏급-①정승범(용인대)
•66㎏급-①김휘건(한국체대) •73㎏
급-①안재식(한국체대) •81㎏급-①이
위진(용인대) •90㎏급-①박영찬(용인
대) •100㎏급-①최민철(영남대) •100
㎏ 이상급-①김민종(보성고)
[여자일반부] •48㎏급-①유주희
(경기체고) •52㎏급-①송나영(용인대)
•57㎏급-①김지수(재일교포) •63㎏
급-①한희주(용인대) •70㎏급-①김성
은(한국체대) •78㎏급-①손정연(용인
대) •78㎏ 이상급-①김하윤(삼정고)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6.23~27, 충북 청주대문화체육관)
[남자고등부] •55㎏급-①심규혁(비
봉고) •60㎏급-①김명진(성남고) •66
㎏급-①이은결(보성고) •73㎏급-①이
상준(주문진고) •81㎏급-①김영승(보성
고) •90㎏급-①서재현(청석고) •100㎏
급-①한지훈(해동고) •100㎏ 이상급①김민종(보성고)
[여자고등부] •45㎏급-①황예진(광
영여고) •48㎏급-①황수련(영선고)
•52㎏급-①장윤진(서울체고) •57㎏
급-①김다은(충남체고) •63㎏급-①신
채원(대구체고) •70㎏급-①유예진(주
산산고) •78㎏급-①김아현(여수정과고)
•78㎏이상급-①김하윤(삼정고)
[남자대학부] •60㎏급-①김재현
(한국체대) •66㎏급-①강성환(영남대)
•73㎏급-①김경훈(용인대) •81㎏급①이정민(한국체대) •90㎏급-①하종
웅(세한대) •100㎏급-①최민철(영남대)
•100㎏ 이상급-①윤재구(한국체대)
[여자대학부] •48㎏급-①진경희
(한국체대) •52㎏급-①이동현(용인대)
•57㎏급-①남은영(용인대) •63㎏급①이주연(한국체대) •70㎏급-①김혜미
(한국체대) •78㎏급-①문다슬(한국체
대) •78㎏이상급-①배혜빈(용인대)
[남자일반부] •60㎏급-①박충렬(국
군체육부대) •66㎏급-①김효준(경찰
체육단) •73㎏급-①한장수(양평군청)
•81㎏급-①채성희(국군체육부대) •90
㎏급-①홍석웅(용인시청) •100㎏급-①
서동주(인천시청) •100㎏ 이상급-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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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렛츠런파크)
[여자일반부] •48㎏급-①이혜경(광
주도시철도공사) •52㎏급-①정정윤(충
북도청) •57㎏급-①차민지(충북도청)
•63㎏급-①박지윤(경남도청) •70㎏
급-①유지영(경남도청) •78㎏급-①황
예슬(포항시청) •78㎏ 이상급-①김민
정(렛츠런파크)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1
차 선발전
(11.4~8,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남자일반부] •60㎏급-①이하림(용
인대) •66㎏급-①함영진(충북유도회)
•73㎏급-①안재식(한국체대) •81㎏
급-①이성호(수원시청) •90㎏급-①이
재용(코레일) •100㎏급-①조구함(수원
시청) •100㎏ 이상급-①김성민(렛츠런
파크)
[여자일반부] •48㎏급-①강유정(용
인대) •52㎏급-①박다솔(용인대) •57
㎏급-①김지수(재일교포) •63㎏급-①
김지정(한국체대) •70㎏급-①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78㎏급-①박유진
(동해시청) •78㎏ 이상급-①김하윤(삼
정고)
제주컵 국제 유도 대회
(11.4~8, 제주 한라체육관)
[남자고등부] •55㎏급-①조환균(원
광고) •60㎏급-①김명진(성남고) •66
㎏급-①김도형(원광고) •73㎏급-①김
건중(성남고) •81㎏급-①이남훈(주산
산업고) •90㎏급-①정다빈(금호공고)
•100㎏급-①김민배(김천중앙고) •100
㎏ 이상급-①배세진(비봉고)
[여자고등부] •45㎏급-①다니자키
미오(일본) •48㎏급-①박소영(충북체
고) •52㎏급-①황수련(영선고) •57㎏
급-①권수정(인천체고) •63㎏급-①신
채원(대구체고) •70㎏급-①유현지(울
산생활과학고) •78㎏급-①도모미 요시
다(일본) •78㎏이상급-①박샛별(대구체
고)
[남자대학부] •60㎏급-①임은준(경
기대) •66㎏급-①김찬녕(용인대) •73
㎏급-①고승조(용인대) •81㎏급-①이
준성(한국체대) •90㎏급-①김현식(한
국체대) •100㎏급-①양창일(세한대)
•100㎏ 이상급-①김성준(한국체대)
[여자대학부] •48㎏급-①가이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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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일본) •52㎏급-①미사키 가와치
(일본) •57㎏급-①정예린(용인대) •63
㎏급-①이주연(한국체대) •70㎏급-①
김혜미(한국체대) •78㎏급-①문다슬(한
국체대) •78㎏이상급-①배혜빈(용인대)
[남자일반부] •60㎏급-①문길주
(코레일) •66㎏급-①서진환(경남도청)
•73㎏급-①조준영(부산시청) •81㎏
급-①김대형(용인시청) •90㎏급-①전
찬(국군체육부대) •100㎏급-①강대봉
(경남도청) •100㎏ 이상급-①황민호(경
찰체육단)
[여자일반부] •48㎏급-①이혜경(광
주도시철도공사) •52㎏급-①하주희(고
창군청) •57㎏급-①김잔디(포항시청)
•63㎏급-①박지윤(경남도청) •70㎏
급-①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8㎏
급-①윤현지(안산시청) •78㎏ 이상급①이은주(제주특별자치도)

<국제대회>
2017 파리 그랜드슬램
(2.11~12, 프랑스 파리)
[남자부] •73㎏급-②안창림(남양주
시청) •90㎏급-③곽동한(하이원)
[여자부] •48㎏급-①정보경(안산시
청) •57㎏급-①권유정(한국체대) •78
㎏ 이상급-③김민정(렛츠런파크)
2017 유러피안오픈 로마
(2.19~20, 이탈리아 로마, 독일 오베
르바트)
[남자부] •66㎏급-①안바울(남양주
시청) •90㎏급-③곽동한(하이원) •100
㎏ 이상급-②김경태(포항시청)
[여자부] •48㎏급-①정보경(안산시
청) •48㎏급-③강유정(용인대) •57㎏
급-②권유정(한국체대) •78㎏급-②박
유진(동해시청) •78㎏ 이상급-①김민
정(렛츠런파크) •78㎏ 이상급-③이은
주(제주특별자치도청)
2017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5.26~27, 홍콩)
[남자부] •66㎏급-①안바울(남양
주시청) •73㎏급-①안창림(수원시청)
•81㎏급-③이문진(용인대) •100㎏급②김현철(국군체육부대) •100㎏ 이상
급-①김성민(렛츠런파크)
[여자부] •48㎏급-③정보경(안산시
청) •48㎏급-③강유정(용인대) •52㎏

급-③박다솔(용인대) •57㎏급-②권유
정(한국체대) •63㎏급-③김지정(한국
체대) •70㎏급-②김성연(광주도시철도
공사) •78㎏급-②김민정(렛츠런파크)
•78㎏급-③이정윤(용인대) •78㎏급③박유진(동해시청)
2017 후허하오터 그랑프리대회
(6.30~7.2, 중국 후허하오터)
[남자부] •100㎏ 이상급-③김성민
(렛츠런파크)
[여자부] •48㎏급-①강유정(용인대)
•70㎏급-②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0㎏급-③이정윤(용인대) •78㎏ 이
상급-①한미진(용인대)
제29회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8.20~24, 대만 타이베이)
[남자부] •66㎏급-①안바울(남양주
시청) •73㎏급-③강헌철(용인대) •81
㎏급-①이승수(여수시청) •90㎏급-①
곽동한(하이원) •100㎏ 이상급-②주영
서(용인대)
[여자부] •48㎏급-③정보경(안산시
청) •52㎏급-③박다솔(용인대) •57㎏
급-②권유정(한국체대) •70㎏급-③김
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8㎏급-②이
졍윤(용인대) •78㎏ 이상급-①한미진
(용인대) •오픈급-②김지윤(동해시청)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
(8.29~9.4, 헝가리 부다페스트)
[남자부] •73㎏급-③안창림(수원시
청) •90㎏급-③곽동한(하이원)
[여자부] •78㎏ 이상급-③김민정(렛
츠런유도단)
2017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10.18~22,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여자부] •57㎏급-③김지수(재일
교포)
2017 유러피안컵 말라가
(10.28~29, 스페인 말라가)
[남자부] •66㎏급-①안바울(남양주
시청) •73㎏급-①강헌철(용인대) •81
㎏급-①이승수(여수시청) •90㎏급-①
곽동한(하이원)
[여자부] •78㎏ 이상급-①김민정(렛
츠런유도단) •78㎏ 이상급-②한미진
(용인대)

2017 도쿄 그랜드슬램
(12.2~3, 일본 도쿄)
[남자부] •66㎏급-③안바울(남양주
시청) •73㎏급-③안준성(용인대) 81㎏
급-②이성호(수원시청) •100㎏급-①조
구함(수원시청)
[여자부] •48㎏급-③정보경(안산시
청) •78㎏ 이상급-③김민정(렛츠런유
도단)

육상
<국내대회>
제4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5.4∼8, 경북 김천운동장)
[100m] •남자고등부-박시영(세정상
업고) 10초83 •남자대학부-정형석(성
균관대) 10초73 •남자일반부-김국영(광
주광역청) 10초47 •여자고등부-최유정
(용남고) 12초43 •여자대학부-김솔빈
(충남대) 12초16 •여자일반부-김민지(엘
에스지) 11초97
[200m] •남자고등부-신민규(한강미
디어고) 21초67 •남자대학부-고승환(성
균관대) 21초46 •남자일반부-이재하(서
천군청) 21초39 •여자고등부-박예빈(용
인고) 25초65 •여자대학부-김솔빈(충
남대) 25초19 •여자일반부-이민정(시흥
시청) 24초38
[400m] •남자고등부-모일환(광주체
고) 46초22 •남자대학부-임형빈(성균
관대) 47초72 •남자일반부-임찬호(정
선군청) 47초57 •여자고등부-이지영
(전북체고) 58초12 •여자대학부-최미래
(영남대) 58초55 •여자일반부-김경화
(인천남동구청) 56초09
[800m] •남자고등부-손대혁(전곡
고) 1분54초00 •남자대학부-이승진(부
산대) 1분53초51 •남자일반부-이무용
(고양시청) 1분54초03 •여자고등부-하
서온(전남체고) 2분15초72 •여자대학
부-김지원(충북대) 2분23초96 •여자일
반부-신소망(익산시청) 2분13초18
[1,500m] •남자고등부-임영균(강릉
명륜고) 3분58초83 •남자대학부-이정
국(건국대) 3분53초09 •남자일반부이강철(한국전력) 3분50초68 •여자고
등부-이현정(김천한일고) 4분44초82 •
여자대학부-최수미(제주대) 4분54초25
•여자일반부-신소망(익산시청) 4분34

초24
[5,000m] •남자고등부-박정우(배
문고) 14분58초97 •남자대학부-이정
국(건국대) 14분23초86 •남자일반부심종섭(한국전력) 14분18초97 •여자고
등부-이유림(김천한일고) 17분53초02
•여자일반부-김도연(K-워터) 16분00
초90
[10,000m] •남자대학부-조준행(건
국대) 31분01초31 •남자일반부-신현수
(경찰대) 29분39초59 •여자일반부-김
도연(K-워터) 33분31초02
[3,000m 장애물] •남자고등부-박형
규(전북체고) 9분35초28 •남자대학부최재경(한국체대) 9분39초18 •남자일반
부-김영진(경기도청) 8분58초66 •여자
고등부-이유림(김천한일고) 11분19초54
•여자일반부-조하림(청주시청) 10분47
초59
[110m 허들] •남자고등부-손우승(인
천체고) 15초24 •남자일반부-김병준(국
군체육부대) 13초69
[100m 허들] •여자고등부-이가은(부
산체고) 15초33 •여자대학부-노희선(경
북대) 14초60 •여자일반부-정혜림(광
주광역시청) 13초35
[400m 허들] •남자고등부-김주호
(대구체고) 53초67 •남자대학부-김현
빈(성균관대) 53초14 •남자일반부-한세
현(함안군청) 50초95 •여자고등부-이
선민(경기덕계고) 1분06초23 •여자대학
부-심차순(영남대) 1분05초02
[높이뛰기] •남자고등부-김두용(대
구체고) 2m01 •남자대학부-전찬웅(한
국체대) 2m05 남자일반부-우상혁(서천
군청) 2m25 •여자고등부-최문정(대전
체고) 1m60 •여자대학부-장선영(한국
체대) 1m60 •여자일반부-석미정(울산
시청) 1m73
[장대높이뛰기] •남자고등부-김찬민
(부산체고) 4m00 •남자대학부-박태원
(동아대) 5m10 •남자일반부-한두현(대
전시설공단) 5m20 •여자고등부-배한
나(경기체고) 3m40 •여자대학부-신수
영(한국체대) 3m80 •여자일반부-최윤
희(SH서울) 3m80
[멀리뛰기] •남자고등부-김용원(대
전체고) 7m44 •남자대학부-김현준(인
천대) 7m40 •남자일반부-주은재(부산
은행) 7m72 •여자고등부-이가은(부산
체고) 5m63 •여자대학부-이희진(한국

체대) 6m10 •여자일반부-정순옥(인천
시청) 6m21
[세단뛰기] •남자고등부-주웅(부산
체고) 15m15 •남자대학부-남수환(한국
체대) 15m75 •남자일반부-성진석(안산
시청) 16m03 •여자고등부-이주현(전북
체고) 12m20 •여자대학부-이희진(한국
체대) 12m58 •여자일반부-박민희(정선
군청) 13m12
[포환던지기] •남자고등부-여진성
(한솔고) 18m28 •남자대학부-지현우
(군산대) 16m24 •남자일반부-정일우(성
남시청) 19m23 •여자고등부-김한빈(충
현고) 13m04 •여자대학부-이유리(제주
대) 13m77 •여자일반부-이미영(영월군
청) 15m62
[원반던지기] •남자고등부-유성광
(전남체고) 50m06 •남자대학부-김동
혁(한국체대) 49m41 •남자일반부-이현
재(용인시청) 54m83 •여자고등부-박
수진(이리공고) 44m48 •여자대학부김미연(한국체대) 46m01 •여자일반부김민(서귀포시청) 50m44
[해머던지기] •남자고등부-정지성
(전북체고) 58m19 •남자대학부-윤승
찬(목포대) 58m02 •남자일반부-이윤
철(음성군청) 69m60 •여자고등부-이
유라(울산스포츠고) 54m69 •여자대학
부-김휘수(목포대) 52m52 •여자일반
부-박희선(울산시청) 59m24
[창던지기] •남자고등부-김다니(경
북체고) 68m36 •남자대학부-김우중
(한국체대) 73m53 •남자일반부-배유일
(제주시청) 77m17 •여자고등부-박아영
(대구체고) 46m89 •여자대학부-이금
희(한국체대) 45m64 •여자일반부-김
경애(대전시청) 54m82
[10,000m 경보] •남자고등부-김민
규(서울체고) 42분44초 •여자고등부임지율(오류고) 54분37초
[20㎞ 경보] •남자대학부-주현명(한
국체대) 1시간28분29초 •남자일반부변영준(창원시청) 1시간27분29초 •여
자일반부-전영은(부천시청) 1시간40분
34초
[400m 계주] •남자고등부-전남체고
42초25 •남자대학부-한국체대 41초19
•남자일반부-광주광역시청 40초80 •
여자고등부-부산체고 50초57 •여자대
학부-충남대 48초86 •여자일반부-김
포시청 46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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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m 계주] •남자고등부-대구체
고 3분20초79 •남자대학부-부산대 3
분13초69 •남자일반부-광주광역시청
3분12초80 •여자고등부-전남체고 3분
58초06 •여자대학부-충남대 4분06초
97 •여자일반부-정선군청 3분52초23
[10종경기] •남자고등부-김은재(경
북체고) 4천985점 •남자대학부-김성은
(한국체대) 6천331점 •남자일반부-배상
화(국군체육부대) 6천987점
[7종경기] •여자고등부-김다영(충현
고) 3천892점 •여자대학부-김선이(충
북대) 2천783점 •여자일반부-김채영
(경산시청) 4천797점
제7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6.2∼5, 경북 김천운동장)
[100m] •남자-김국영(광주광역시
청) 10초30 •여자-이선애(안동시청)
12초00
[200m] •남자-이재하(서천군청) 20
초97 •여자-손경미(양평군청) 24초31
[400m] •남자-모일환(광주체고) 46
초82 •여자-한정미(광주광역시청) 56
초27
[800m] •남자-이무용(고양시청) 1분
52초86 •여자-신소망(익산시청) 2분09
초14
[1,500m] •남자-백승호(경찰대) 3분
50초42 •여자-신소망(익산시청) 4분37
초16
[5,000m] •남자-백승호(경찰대) 14
분32초93 •여자-김도연(K-워터) 15분
57초01
[10,000m] •남자-김영진(경기도청)
30분29초14 •여자-김도연(K-워터) 34
분57초48
[3,000m 장애물] •남자-최동일(옥천
군청) 9분14초26 •여자-조하림(청주시
청) 10분38초94
[110m 허들] •남자-김병준(국군체육
부대) 13초70
[100m 허들] •여자-정혜림(광주광역
시청) 13초18
[400m 허들] •남자-황현우(화성시
청) 50초93 •여자-조은주(포항시청) 1
분00초25
[높이뛰기] •남자-우상혁(서천군청)
2m30 •여자-석미정(울산시청) 1m76
[장대높이뛰기] •남자-진민섭(인
천시청) 5m50 •여자-최윤희(SH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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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80
[멀리뛰기] •남자-김상수(남양주
시청) 7m58 •여자-정순옥(인천시청)
5m99
[세단뛰기] •남자-김동한(안동시청)
16m08 •여자-박민희(정선군청) 12m94
[포환던지기] •남자-정일우(성남
시청) 18m48 •여자-이미영(영월군청)
16m47
[원반던지기] •남자-최종범(영월군
청) 54m48 •여자-조혜림(익산시청)
49m49
[해머던지기] •남자-이윤철(음성군
청) 69m45 •여자-박희선(울산시청)
60m65
[창던지기] •남자-배유일(제주시청)
78m21 •여자-김경애(대전시청) 54m60
[20㎞ 경보] •남자-김현섭(삼성전자)
1시간27분08초 •여자-전영은(부천시
청) 1시간36분33초
[400m 계주] •남자-광주광역시청
40초17 •여자-김포시청 46초13
[1,600m 계주] •남자-포천시청 3분
10초98 •여자-정선군청 3분45초96
[10종경기] •남자-배상화(국군체육
부대) 7천309점
[7종경기] •여자-김채영(경산시청) 4
천885점
제45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6.24∼28, 강원 정선종합운동장)
[100m] •남자고등부-신민규(한강미
디어고) 10초70 •남자일반부-김국영
(광주광역시청) 10초07 •여자고등부-이
은희(강원체고) 12초21 •여자일반부-유
진(충주시청) 11초68
[200m] •남자고등부-한누리(대전체
고) 21초84 •남자일반부-박봉고(강원
도청) 20초71 •여자고등부-박예빈(용인
고) 25초36 •여자일반부-유진(충주시
청) 24초29
[400m] •남자고등부-김만제(울산스
포츠고) 48초45 •남자일반부-임찬호
(정선군청) 47초15 •여자고등부-이해인
(김화공고) 56초02 •여자일반부-오세
라(김포시청) 56초32
[800m] •남자고등부-이정훈(대구체
고) 1분57초78 •남자일반부-이무용(고
양시청) 1분52초47 •여자고등부-하서
온(전남체고) 2분18초53 •여자일반부신소망(익산시청) 2분07초72

[1,500m] •남자고등부-박종학(경기
체고) 3분56초35 •남자일반부-이규성
(한국체대) 3분55초04 •여자고등부하서온(전남체고) 4분48초11 •여자일반
부-최보운(원주시청) 4분30초76
[5,000m] •남자고등부-박정우(배문
고) 15분00초46 •남자일반부-김학수
(코오롱) 14분26초35 •여자고등부-이
유림(김천한일고) 17분35초30 •여자일
반부-박호선(구미시청) 16분55초74
[10,000m] •남자일반부-김학수(코
오롱) 30분54초81 •여자일반부-임은하
(청주시청) 35분56초02
[3,000m 장애물] •남자고등부-김세
종(경북체고) 9분34초40 •남자일반부김영진(경기도청) 9분05초97 •여자고
등부-이유림(김천한일고) 11분14초16 •
여자일반부-오정현(SH서울) 11분05초36
[110m 허들] •남자고등부-김주호(대
구체고) 15초06 •남자일반부-이정준
(인천시청) 13초81
[100m 허들] •여자고등부-이상미(포
천일고) 15초58 •여자일반부-정혜림(광
주광역시청) 13초23
[400m 허들] •남자고등부-김주호
(대구체고) 53초11 •남자일반부-주상민
(과천시청) 50초41 •여자고등부-전영
서(전남체고) 1분09초24 •여자일반부손경미(양평군청) 59초32
[높이뛰기] •남자고등부-김두용(대
구체고) 2m06 •남자일반부-우상혁(서
천군청) 2m25 •여자고등부-이유림(강
원체고) 1m60 •여자일반부-정수혜(창
원시청) 1m80
[장대높이뛰기] •남자고등부-송병직
(울산고) 4m00 •남자일반부-진민섭(인
천시청) 5m50 •여자고등부-임찬혜(경
기체고) 3m20 •여자일반부-최예은(익
산시청) 3m80
[멀리뛰기] •남자고등부-이승준(유
신고) 7m21 •남자일반부-김덕현(광주
광역시청) 8m01 •여자고등부-고지혜
(서울체고) 5m74 •여자일반부-김민지
(논산시청) 6m14
[세단뛰기] •남자고등부-오준영(김
포제일고) 14m96 •남자일반부-윤일(국
군체육부대) 15m64 •여자고등부-박효
원(서울체고) 11m96 •여자일반부-박민
희(정선군청) 13m01
[포환던지기] •남자고등부-이성빈
(이리공고) 16m52 •남자일반부-황인성

(포항시청) 18m01 •여자고등부-김한빈
(충현고) 13m09 •여자일반부-이미영
(영월군청) 16m47
[원반던지기] •남자고등부-황성상
(강원체고) 51m17 •남자일반부-이현재
(용인시청) 55m48 •여자고등부-박수
진(이리공고) 44m69 •여자일반부-조
혜림(익산시청) 51m33
[해머던지기] •남자고등부-정지성
(전북체고) 59m82 •남자일반부-이윤
철(음성군청) 73m50 •여자고등부-이
유라(울산스포츠고) 55m86 •여자일반
부-박서진(목포시청) 59m87
[창던지기] •남자고등부-김병현(경
기교화고) 61m46 •남자일반부-박원길
(울산시청) 70m05 •여자고등부-박아
영(대구체고) 47m21 •여자일반부-서해
안(대구시청) 52m34
[10㎞ 경보] •남자고등부-임동민(경
북체고) 42분56초 •여자고등부-천민지
(강릉여고) 51분58초
[20㎞ 경보] •남자일반부-김대호(국
군체육부대) 1시간29분45초 •여자일반
부-이정은(부천시청) 1시간39분39초
[400m 계주] •남자고등부-전남체고
42초23 •남자일반부-한국체대 40초71
•여자고등부-경북체고 48초50 •여자
일반부-김포시청 46초96
[1,600m 계주] •남자고등부-대구체
고 3분18초77 •남자일반부-포천시청 3
분11초63 •여자고등부-경기체고 3분57
초94 •여자일반부-정선군청 3분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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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경기] •남자고등부-안충현(서
울체고) 6천361점 •남자일반부-배상화
(국군체육부대) 7천047점
[7종경기] •여자고등부-김경리(울산
스포츠고) 4천579점 •여자일반부-정연
진(울산시청) 5천063점

<국제대회>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8.4∼28, 영국 런던 올림픽스타디움)
[100m] •남자 준결승 조8위 김국영
10초40
[110m 허들] •남자 예선 조8위 김병
준 7m85
[100m 허들] •여자 예선 조7위 정혜
림 13초37
[높이뛰기] •남자 우상혁 예선 조11위
2m22

[20㎞ 경보] •남자(26)김현섭 1시간
22분08초(31), 최병광 1시간22분54초
(57), 김대호 1시간30분41초 •여자(30)
전영은 1시간33분29초(48), 이다슬 1시
간38분54초
[50㎞ 경보] •남자(29)박칠성 3시간
59분46초
[마라톤] •남자(59)김효수 2시간25분
08초(64)유승엽 2시간29분06초(65)신광
식 2시간29분52초 •여자(34)임경희 2시
간38분38초(38)김성은 2시간39분52초
(54)최경선 2시간45분46초

조정
<국내대회>
제16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대회
(2.18, 서수원 칠보체육관)
[1인승 남자부] •고등부-손성민(수성
고) •대학일반부-전혜종(용인시청)
[1인승 여자부] •대학일반부-강지윤
(수원시청)
[2인승 남자부] •고등부-김영일, 손
성민(수성고) •대학일반부-전혜종, 김
수동(용인시청)
[2인승 여자부] •대학일반부-강지윤,
고혜령(수원시청)
제59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５.24~28, 충남 공주시 금강 조정경
기장)
[경량급싱글스컬 남자부] •대학부명수성(한국체대) •일반부-박태현(수원
시청)
[경량급싱글스컬 여자부] •고등부박세연(인천체고) •대학일반부-정혜리
(포항시청)
[싱글스컬 남자부] •고등부-이종민
(덕산고) •대학부-손성민(한국체대) •
일반부-김영훈(수원시청)
[싱글스컬 여자부] •고등부-최미서
(예산여고) •대학일반부-김보미(포항시
청)
[더블스컬 남자부] •일반부-김종진,
김휘관(K워터) •대학일반부-김보미(포
항시청)
[더블스컬 여자부] •고등부-김하윤,
임수련(인천체고) •일반부-정지혜, 안
다인(부산항만)
[무타페어 남자부] •고등부-김시용,

최승수(인천체고) •대학부-이수완, 김
영일(한국체대) •일반부-김수동, 제태
환(용인시청)
[무타페어 여자부] •대학일반부-김
영래, 피선미(군산시청)
[쿼드러플스컬 남자부] •고등부-김
시용, 최승수, 김지호, 방현(인천체고) •
대학부-김종혁, 유진호, 이승민, 정용주
(한국체대) •일반부-김병진, 박지수, 함
정욱, 장신재(K워터)
[쿼드러플스컬 여자부] •고등부-안
희주, 최미서, 박지민, 장원빈(예산여고)
•대학일반부-고예령, 김슬기, 정연정,
강지윤(수원시청)
제43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6.24~26,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쿼드러플스컬 남자부] •고등부-권
문수, 노주익, 이정훈, 김민제(대구전자
고) •대학부-김규범, 이시영, 김정선,
김정륭(인제대) •일반부-함정욱, 김병
진, 박지수, 장신재(K워터)
[쿼드러플스컬 여자부] •고등부-백
지우, 강진영, 강선영, 정지윤(인천체고)
•대학일반부-김슬기, 정연정, 고예령,
강지윤(수원시청)
[경량급싱글스컬 남자부] •고등부김병우(서울체고) •대학부-박현수(인제
대) •일반부-박수진(해경본부)
[경량급싱글스컬 여자부] •고등부박세연(인천체고) •대학일반부-최유리
(포항시청)
[싱글스컬 남자부] •고등부-한동현
(진양고) •대학부-박현수(인제대) •일
반부-김동용(진주시청)
[무타페어 남자부] •고등부-김시용,
최승수(인천체고) •대학부-김정륭, 김
정선(인제대) •일반부-김수동, 제태환
(용인시청)
[경량급더블스컬 남자부] •고등부최민수, 김지호(인천체고) •대학부-안
희준, 박후칠(인제대) •일반부-김선현,
김수민(대구상수도)
[경량급더블스컬 여자부] •고등부강채림, 박세연(인천체고) •대학일반
부-박인수, 정혜리(포항시청)
[더블스컬 남자부] •고등부-정재민,
배현수(대구전자고) •대학부-장선호,
이동규(인제대) •일반부-김종진, 김휘
관(K워터)
[더블스컬 여자부] •고등부-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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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충주여고) •대학일반부-김예지,
이수빈(충주시청)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
대회
(7.29~31, 전남 장성군 장성호 조정경
기장)
[쿼드러플스컬 남자부] •대학부-김
정륭, 이시영, 김정선, 김규범(인제대) •
일반부-최동진, 이준철, 문종원, 윤종원
(경북도청)
[쿼드러플스컬 여자부] •고등부-안
희주, 장원빈, 최미서, 박채은(예산여고)
•대학일반부-김슬기, 정연정, 고예령,
강지윤(수원시청)
[경량급싱글스컬 남자부] •대학부정상민(인제대) •일반부-박태현(수원
시청)
[경량급싱글스컬 여자부] •고등부손혜진(영복여고) •대학일반부-지유진
(화천구청)
[싱글스컬 남자부] •대학부-박현수
(인제대) •일반부-윤종원(경북도청)
[싱글스컬 여자부] •대학일반부-정
혜정(군산시청)
[무타페어 남자부] •고등부-김현태,
최진해(서울체고) •대학부-김정륭, 김
정선(인제대) •일반부-김수동, 제태환
(용인시청)
[경량급더블스컬 남자부] •고등부이범준, 박근서(광주체고) •대학부-정
상민, 박현수(인제대) •일반부-김기욱,
박광민(경북도청)
[경량급더블스컬 여자부] •고등부안희주·장원빈(예산여고), 이범준·박
근서(광주체고) •대학일반부-안다인(부
산항만)
[더블스컬 남자부] •고등부-김현태,
최진해(서울체고) •대학부-이시영, 박
후칠(인제대) •일반부-안영철, 강우규
(수원시청)
[더블스컬 여자부] •고등부-정지윤,
김하윤(인천체고) •대학일반부-안다인,
정지혜(부산항만)

체조
<국내대회>
제72회 전국종별체조대회
(4.28~30,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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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중등부] •개인종합 진현(전북체
중) •단체전 울산스포츠과학중 •마루
서정원(광주체중) •안마 박승옥(전남체
중) •링 진현(전북체중) •도마 진현(전
북체중) •평행봉 이길제(서울체중) •철
봉 류성현(울산스포츠과학중)
[남자고등부] •개인종합 이승민(서울
체고) •단체전 서울체고 •마루 이승민
(서울체고) •안마 허웅(울산스포츠과학
고) •링 하상벽(부산체고) •도마 손종
혁(부산체고) •평행봉 전민수(수원농생
명과학고) •철봉 이승민(서울체고)
[남자대학부] •개인종합 이정효(경희
대) •단체전 경희대 •마루 이창균(경
희대) •안마 고광진(부산대) •링 이재
성(한국체대) •도마 김한솔(한국체대)
•평행봉 김윤환(경희대) •철봉 최규범
(한국체대)
[남자일반부] •개인종합 전요섭(전북
도청) •단체전 전북도청 •마루 고영훈
(강원도청) •안마 조영광(서울시청) •
링 박민수(전북도청) •도마 신수철(국군
체육부대) •평행봉 이상욱(전북도청) •
철봉 김수면(포스코건설)
[여자중등부] •개인종합 여서정(경
기체중) •단체전 원화중 •도마 정다은
(원화중) •이단평행봉 신솔이(충주예성
여중) •평균대 이윤서(영남중) •마루
이윤서(영남중)
[여자고등부] •개인종합 함미주(경기
체고) •단체전 경기체고 •도마 양세미
(남녕고) •이단평행봉 함미주(경기체고)
•평균대 양세미(남녕고) •마루 함미주
(경기체고)
[여자대학부] •개인종합 구래원(한국
체대) •단체전 한국체대
[여자일반부] •개인종합 윤나래(제천
시청) •단체전 강남구청 •도마 윤나래
(제천시청) •이단평행봉 엄다연(제주삼
다수) •평균대 윤나래(제천시청) •마루
윤나래(제천시청)
제42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7.14~16,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남자중등부] •개인종합 진현(전북체
중) •단체전 울산스포츠과학중 •마루
진현(전북체중) •안마 김재호(울산스포
츠과학중) •링 진현(전북체중) •도마
진현(전북체중) •평행봉 류성현(울산스
포츠과학중) •철봉 김재호(울산스포츠
과학중)

[남자고등부] •개인종합 김관엄(수
원농생명과학고) •단체전 수원농생명
과학고 •마루 양지원(서울체고) •안마
허웅(울산스포츠과학고) •링 김관엄(수
원농생명과학고) •도마 채상진(전남체
고) •평행봉 김관엄(수원농생명과학고)
•철봉 김민석(서울체고)
[남자대학부] •개인종합 이준호(한국
체대) •단체전 한국체대 •마루 김성현
(한양대) •안마 김성현(한양대) •링 김
태수(공주대) •도마 이창균(경희대) •
평행봉 정동명(한국체대) •철봉 최규범
(한국체대)
[남자일반부] •개인종합 이혁중(전북
도청) •단체전 수원시청 •마루 박어진
(포스코건설) •안마 이재민(국군체육부
대) •링 박어진(포스코건설) •도마 양
학선(수원시청) •평행봉 이혁중(전북도
청) •철봉 류승대(국군체육부대)
[여자중등부] •개인종합 김연지(구갈
중) •단체전 구갈중 •도마 김혜연(강
원체중) •이단평행봉 김연지(구갈중) •
평균대 이경진(서울체중) •마루 이경진
(서울체중)
[여자고등부] •개인종합 함미주(경기
체고) •단체전 포항제철고 •도마 함미
주(경기체고) •이단평행봉 류지민(경기
체고) •평균대 김은지(인천체고) •마루
함미주(경기체고)
[여자대학부] •개인종합 전정원(한국
체대) •단체전 한국체대 •이단평행봉
구래원(한국체대) •평균대 전정원(한국
체대) •마루 하혜숙(한국체대)
제42회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8.2~4,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여자중등부] •개인종합 김주원(위례
한빛중) •팀경기 문정중 •후프 이소윤
(건대부중) •볼 박연경(문정중) •곤봉
정가연(수서중) •리본 정선화(낙원중)
[여자고등부] •개인종합 임세은(세종
고) •팀경기 세종고 •후프 백수진(인
천체고) •볼 백수진(인천체고) •곤봉
김민주(경기여고) •리본 임세은(세종고)
제30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9.21~23,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여자중등부] •개인종합 김주원(위례
한빛중) •팀경기 문정중 •후프 이예원
(궁내중) •볼 이예원(궁내중) •곤봉 이
예원(궁내중) •리본 박연경(문정중)

[여자고등부] •개인종합 김채운(세종
고) •팀경기 세종고 •후프 김채운(세
종고) •볼 김채운(세종고) •곤봉 김채
운(세종고) •리본 김채운(세종고)

<국제대회>
제7회 아시아기계체조선수권대회
(5.18~21, 태국 방콕)
[단체전] ②남자
[개인종합] ③박민수 ④이정효(이상
남자) ⑥이은주 (11) 김주리(이상 여자)
[개인종목] •마루-③김한솔 •안마⑥박민수 ⑦조영광 •링-⑥이재성 ⑦
박민수 •도마-②김한솔 •평행봉-④
김한솔 ⑧박민수 •철봉-④이정효(이상
남자) •이단평행봉-⑤김주리 ⑥이은주
•평균대-⑦이은주 •마루-③이은주
(이상 여자)
제9회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
(6.24~2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단체전] •단일수구④ •혼합수구⑤
[개인종합] ⑨김채운 (12) 박은서
[개인종목] •리본-⑧천송이
제35회 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
(8.30~9.3, 이탈리아 페사로)
[단체전] •단일수구(20) •혼합수구(24)
[개인종합] (31)김채운 (46)박은서
제47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10.2~8, 캐나다 몬트리올)
[개인종합] (14)배가람(남자) (22)이은
주(여자)
[개인종목] •마루-⑧김한솔 •도마③김한솔(이상 남자)

카누
<국내대회>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 선발전
(4.20,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
[K-1 200m 남자부] •일반부-조광희
(울산시청)
[K-1 200m 여자부] •일반부-김국주
(경남체육회)
[K-1 1,000m 남자부] •일반부-박주
현(한국체대)
[C-1 1,000m 남자부] •일반부-신동
진(서산시청)

[K-1 500m 여자부] •일반부-임성화
(전남도청)
제11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대회
(4.21~23,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
[K-1 200m 남자부] •대학부-정유성
(한국체대) •일반부-조광희(울산시청)
[K-1 200m 여자부] •대학부-김소현
(한국체대) •일반부-김국주(경남체육회)
[K-1 1,000m 남자부] •일반부-김지
원(부산강서구청)
[C-1 1,000m 남자부] •일반부-김규
명(국민체육진흥공단)
[K-1 500m 남자부] •대학부-정유성
(한국체대) •일반부-조광희(울산시청)
[K-1 500m 여자부] •대학부-김소현
(한국체대) •일반부-이순자(전북체육회)
[K-2 200m 남자부] •대학부-정유
성, 이승주(한국체대) •일반부-최민규,
황민준(부산강서구청)
[K-2 200m 여자부] •대학부-유진
희, 이한별(한국체대) •일반부-김국주,
전유라(경남체육회)
[K-2 500m 남자부] •대학부-권기
홍, 김민우(창원대) •일반부-최민규, 김
지원(부산강서구청)
[K-2 500m 여자부] •대학부-유진
희, 이한별(한국체대) •일반부-염인화,
최경선(옹진군청)
[K-4 200m 남자부] •대학부-이상
훈, 이승주, 이종현, 채기준(한국체대) •
일반부-강현구, 오중대, 장성준, 이주원
(서울강동구청)
[K-4 200m 여자부] •대학부-김소
현, 조유진, 유진희, 이한별(한국체대) •
일반부-황현아, 이혜란, 김민지, 김현희
(부여군청)
[K-4 500m 남자부] •대학부-정유
성, 박주현, 이상훈, 이승준(한국체대) •
일반부-최민규, 황민준, 김지원, 조정현
(부산강서구청)
[K-4 500m 여자부] •대학부-조유
진, 유진희, 이한별, 양다현(한국체대) •
일반부-이순자, 최민지, 황정아, 양채연
(전북체육회)
제16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6.28~30,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카누
경기장)
[K-1 200m 남자부] •대학부-정유성
(한국체대) •일반부-조광희(울산시청)

[K-1 200m 여자부] •대학부-유수인
(한국체대) •일반부-김국주(경남체육회)
[K-2 200m 남자부] •대학부-채기
준, 정유성(한국체대) •일반부-이진우,
조광희(울산시청)
[K-2 200m 여자부] •대학부-유수
인, 이나래(한국체대) •일반부-김국주,
전유라(경남체육회)
[C-1 200m 남자부] •대학부-김기훈
(한국체대) •일반부-최지성(부여군청)
[C-1 200m 여자부] •대학부-양다현
(한국체대)
[C-2 200m 남자부] •대학부-김기
훈, 이제형(한국체대) •일반부-송명찬,
신성우(충북도청)
[K-1 500m 남자부] •대학부-정유
성(한국체대) •일반부-송경호(부산강
서구청)
[K-1 500m 여자부] •대학부-이한
별, 유진희(한국체대) •일반부-이순자
(전북체육회)
[K-2 500m 남자부] •대학부-박주
현, 정유성(한국체대) •일반부-최민규,
김지원(부산강서구청)
[K-2 500m 여자부] •대학부-이한
별, 유진희(한국체대) •일반부-최경선,
최란(옹진군청)
[K-4 500m 남자부] •대학부-박주
현, 정유성, 이종범, 김왕진(한국체대) •
일반부-최민규, 황민준, 김지원, 조정현
(부산강서구청)
[K-4 500m 여자부] •대학부-이나
래, 김소현, 이한별, 유진희(한국체대) •
일반부-최경선, 최란, 이진솔, 염인화(옹
진군청)
제34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9.5~8, 경북 구미시 낙동강수상체험
센터 일원)
[K-1 200m 남자부] •대학부-정유성
(한국체대) •일반부-조광희(울산시청)
[K-1 200m 여자부] •대학부-이나래
(한국체대) •일반부-김현희(부여군청)
[K-2 200m 남자부] •대학부-채기
준, 이종현(한국체대) •일반부-조광희,
이진우(울산시청)
[K-2 200m 여자부] •대학부-조유
진, 장현정(한국체대) •일반부-최경선,
최란(옹진군청)
[C-1 200m 남자부] •대학부-김기훈
(한국체대) •일반부-최지성(부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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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200m 여자부] •대학부-양다현
(한국체대)
[C-2 200m 남자부] •대학부-김기
훈, 이제형(한국체대) •일반부-염희태,
김현수(대구동구청)
[K-1 500m 남자부] •대학부-정유성
(한국체대) •일반부-김태현(국민체육진
흥공단)
[K-1 500m 여자부] •대학부-김소현
(한국체대) •일반부-조신영(대전체육회)
[K-2 500m 남자부] •대학부-이종
범, 조현희(한국체대) •일반부-강승모,
정성환(국민체육진흥공단)
[K-2 500m 여자부] •대학부-이한
별, 유진희(한국체대) •일반부-이진솔,
염인화(옹진군청)
[K-4 500m 남자부] •대학부-박주
현, 정유성, 이승주, 강문수(한국체대) •
일반부-송경호, 황민준, 김지원, 조정현
(부산강서구청)
[K-4 500m 여자부] •대학부-이나
래, 김소현, 이한별, 유진희(한국체대) •
일반부-최경선, 최란, 이진솔, 염인화(옹
진군청)

2017 믹스더블 한국컬링선수권대회 2
차전
(5.6~9, 경기도 이천훈련원 컬링장)
[일반부] 경북체육회(장혜지, 이기정)
제5회 신세계이마트전국컬링대회
(7.19∼28, 경북 의성컬링훈련원)
[남자고등부] 춘천기계공고
[여자고등부] 송현고B
[남자일반부] 경북체육회
[여자일반부] 춘천시청
[믹스더블 고등부] 경북A(류영주, 우
경호)
[믹스더블 일반부] 경북체육회(장혜
지, 이기정)

<국제대회>
2017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2.16~17, 강릉컬링센터)
[남자] ①한국(경북컬링협회)
2017 태평양-아시아 컬링선수권대회
(PACC)(11.2∼9, 호주 에리나)
[남자] ①한국(경북체육회)
[여자] ①한국(경북체육회)

컬링

탁구

<국내대회>
2017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1
차전
(3.6∼12, 경기도 이천훈련원 컬링장)
[남자] 강원도청
[여자] 송현고E
2017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2
차전
(4.5∼12, 경기도 이천훈련원 컬링장)
[남자] 경북체육회
[여자] 경북체육회
2017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3
차전
(5.1∼4, 경기도 이천훈련원 컬링장)
[남자] 경북체육회
[여자] 경북체육회
2017 믹스더블 한국컬링선수권대회 1
차전
(4.14~17, 경기도 이천훈련원 컬링장)
[일반부] 경북F(류영주, 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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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회>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7.27~8.2,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
[개인단식] •남자고등부-오민서(화
홍고) •여자고등부-최수경(대구상서고)
•남자대학부-황성빈(강원대) •여자대
학부-조안나(청주대) •남자일반부-박
강현(삼성생명) •여자일반부-이은혜(대
한항공)
[개인복식] •남자고등부-곽유빈, 김
수환(창원남산고) •여자고등부-최수경,
김효경(대구상서고) •남자대학부-김동
구, 신인철(창원대) •여자대학부-김예
운, 이정아(용인대) •남자일반부-김민
혁, 조승민(삼성생명) •여자일반부-정
유미, 최효주(삼성생명)
[단체전] •남자고등부-대전동산고
•여자고등부-이일여고 •남자대학부경기대 •여자대학부-영산대 •남자일
반부-KGC인삼공사 •여자일반부-대한
항공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8.9~14,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개인단식] •남초부-박규현(경남남
산초) •여초부-이다은(새말초) •남중
부-박경태(대광중중) •여중부-이다은
(대전호수돈여중) •남자고등부-안재현
(대전동산고) •여자고등부-김지호(전북
이일여고) •남자대학부-권태민(경기대)
•여자대학부-정은순(창원대)
[개인복식] •남자고등부-백호균, 오
민서(화홍고) •여자고등부-유소원, 정
은송(경북근화여고) •남자대학부-김무
강, 김용신(인하대) •여자대학부-박효
원, 정은순(창원대)
[단체전] •남자고등부-대전동산고
•여자고등부-문산수억고 •남자대학
부-경기대 •여자대학부-창원대
제71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12.22~27, 대구체육관)
[개인단식] •남자단식-김동현(한국
수자원공사) •여자단식-전지희(포스코
에너지)
[개인복식] •남자복식-김민석, 임종
훈(KGC인삼공사) •여자복식-최효주,
정유미(삼성생명
[혼합복식] •장우진, 이시온(미래에
셋대우)
[단체전] •남자단체-KGC인삼공사
•여자단체-삼성생명

<국제대회>
2017 세계단체전 탁구선수권대회
(5.29~6.5, 독일 뒤셀도르프)
[개인단식] •이상수(국군체육부대)동메달
[개인복식] •이상수(국군체육부대),
정영식(미래에셋대우)-동메달

태권도
<국내대회>
2017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2.21∼22, 제주)
[남자부] •54㎏급-김태훈(수원시청)
•58㎏급-정윤조(경희대) •63㎏급-박
지민(인평자동차정보고) •68㎏급-이대
훈(한국가스공사) •74㎏급-김훈(삼성에
스원) •80㎏급-박용현(한국가스공사)

•87㎏급-인교돈(한국가스공사) •87㎏
초과급-조철호(강원체육회)
[여자부] •46㎏급-심재영(한국체대)
•49㎏급-김소희(한국가스공사) •53㎏
급-김민정(한국체대) •57㎏급-이아름
(고양시청) •62㎏급-김소희(삼성에스
원) •67㎏급-김잔디(용인대) •73㎏급오혜리(춘천시청) •73㎏초과급-안새봄
(춘천시청)
2017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겸
2018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11.9∼12, 전남 강진)
[남자부] •54㎏급-배준서(강화고)
•58㎏급-소준성(경희대) •63㎏급-김
민혁(강화고) •68㎏급-박지민(용인대)
•74㎏급-김현승(한국가스공사) •80㎏
급-박인호(용인대) •87㎏급-변길영(동
아대) •87㎏초과급-박윤근(동아대)
[여자부] •46㎏급-최수영(경희대)
•49㎏급-강보라(성주여고) •53㎏급김보경(강화여고) •57㎏급-김다영(한국
체대) •62㎏급-장은지(신목고) •67㎏
급-서소영(서울시청) •73㎏급-이수민
(김제시청) •73㎏초과급-김빛나(인천동
구청)
2018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전
(12.16∼17, 강원 태백)
[남자부] •54㎏급-최원철(청주공고)
•58㎏급-윤혁준(한국체대) •63㎏급김태용(충북체고) •68㎏급-황연준(상
명대) •74㎏급-김대용(한국체대) •80
㎏급-이상제(전주시청) •87㎏급-안준
식(상명대) •87㎏초과급-배윤민(한국
체대)
[여자부] •46㎏급-김정은(한국체대)
•49㎏급-박혜진(국제고) •53㎏급-우
하영(관악고) •57㎏급-우명화(청주시
청) •62㎏급-김아름(영천시청) •67㎏
급-송다빈(효정고) •73㎏급-명미나(성
문고) •73㎏초과급-윤도희(한국체대)

<국제대회>
2017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태권
도선수권대회
(6.24∼30, 전북 무주)
[남자부] •54㎏급-①김태훈(수원시
청) •58㎏급-①정윤조(경희대) •68㎏
급-①이대훈(한국가스공사) •87㎏급③인교돈(한국가스공사)

[여자부] •46㎏급-①심재영(한국체
대) •57㎏급-①이아름(고양시청) •62
㎏급-③김소희(삼성에스원) •67㎏급③김잔디(용인대) •73㎏급-②오혜리
(춘천시청) •73㎏초과급-③안새봄(춘
천시청)
2017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그랑
프리 파이널
(12.2∼3,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자부] •58㎏급-①김태훈(동아대)
•68㎏급-①이대훈(한국가스공사) •80
㎏초과급-②인교돈(한국가스공사)
[여자부] •49㎏급-②김소희(한국가
스공사) •67㎏급-②오혜리(춘천시청)
•67㎏초과급-②이다빈(한국체대)

펜싱
<국내대회>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2.13~16, 양구문화체육관)
[남자부] •플뢰레 개인전-이광현(국
군체육부대) •에페 개인전-김승구(화
성시청) •사브르 개인전-황병열(화성
시청)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전희숙(서
울특별시청) •에페 개인전-정효정(부
산시청) •사브르 개인전-박다은(양구
군청)
제46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
권대회
(3.7~13, 해남 우슬체육관)
[남자고등부] •플뢰레 개인전-최현
민(홍대부고) •에페 개인전-장민혁(울
산고) •사브르 개인전-임재윤(충북체
고) •플뢰레 단체전-경덕공고 •에페
단체전-발안바이오과학고 •사브르 단
체전-발안바이오과학고
[여자고등부] •플뢰레 개인전-최민
서(성남여고) •에페 개인전-민지원(창
문여고) •사브르 개인전-김은선(전남
기술과학고) •플뢰레 단체전-중경고
•에페 단체전-향남고 •사브르 단체
전-이리여고
[남자대학부] •플뢰레 개인전-김성
준(부산외대) •에페 개인전-양윤진(한
국체대) •사브르 개인전-오상욱(대전

대) •플뢰레 단체전-부산외대 •에페
단체전-한국체대 •사브르 단체전-한
국체대
[여자대학부] •플뢰레 개인전-고
채은(대구대) •에페 개인전-구현진
(한국체대) •사브르 개인전-지영경
(동의대) •플뢰레 단체전-대구대 •
에페 단체전-한국체대 •사브르 단체
전-한국체대
[남자일반부] •플뢰레 개인전-김민
규(화성시청) •에페 개인전-김명기(화
성시청) •사브르 개인전-원준호(서울
메트로) •플뢰레 단체전-광주시청 •
에페 단체전-울산광역시청 •사브르 단
체전-국군체육부대
[여자일반부] •플뢰레 개인전-남현
희(성남시청) •에페 개인전-송세라(부
산광역시청) •사브르 개인전-황선아
(익산시청) •플뢰레 단체전-인천 중구
청 •에페 단체전-광주 서구청 •사브
르 단체전-안산시청
제22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
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4.29~5.2, 홍천실내체육관)
[남자부] •플뢰레 개인전-이광현(국
군체육부대) •에페 개인전-정진선(화
성시청) •사브르 개인전-김정환(국군
체육부대) •플뢰레 단체전-대전도시공
사 •에페 단체전-화성시청 •사브르
단체전-국군체육부대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오하나(성
남시청) •에페 개인전-정효정(부산광
역시청) •사브르 개인전-최신희(익산
시청) •플뢰레 단체전-성남시청 •에
페 단체전-부산광역시청 •사브르 단체
전-익산시청
제57회 대통령배전국남녀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7.31~8.3, 홍천종합체육관)
[남자부] •플뢰레 개인전-하태규(대
전도시공사) •에페 개인전-박경두(해
남군청) •사브르 개인전-구본길(국민
체육진흥공단) •플뢰레 단체전-국군체
육부대 •에페 단체전-익산시청 •사브
르 단체전-서울교통공사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전희숙(서
울특별시청) •에페 개인전-신아람(계
룡시청) •사브르 개인전-이라진(인천
중구청) •플뢰레 단체전-성남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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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 단체전-부산광역시청 •사브르 단
체전-익산시청

[남자부] •플뢰레 개인전-③ 하태규
(대전도시공사)

제55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9.11~15,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
육관)
[남자고등부] •플뢰레 개인전-이광
종(대전생활과학고) •에페 개인전-장
민혁(울산고) •사브르 개인전-황현호
(발안바이오고) •플뢰레 단체전-대전
생활과학고 •에페 단체전-하길고 •사
브르 단체전-홍익사대부속고
[여자고등부] •플뢰레 개인전-최유
민(중경고) •에페 개인전-최가람(대전
고) •사브르 개인전-최수빈(수일고) •
플뢰레 단체전-중경고 •에페 단체전창문여고 •사브르 단체전-전남기술과
학고
[남자대학부] •플뢰레 개인전-박성
규(부산외대) •에페 개인전-오흥범(한
국국제대) •사브르 개인전-김기원(동
의대) •플뢰레 단체전-한국체대 •에
페 단체전-한국체대 •사브르 단체전한국체대
[여자대학부] •플뢰레 개인전-김현
진(한국체대) •에페 개인전-오다희(한
국국제대) •사브르 개인전-지영경(동
의대) •플뢰레 단체전-대구대 •에페
단체전-한국체대 •사브르 단체전-동
의대
[남자일반부] •플뢰레 개인전-김동
수(광주시청) •에페 개인전-송재호(익
산시청) •사브르 개인전-김계환(서울
교통공사) •플뢰레 단체전-대전도시공
사 •에페 단체전-부산시청 •사브르
단체전-서울교통공사
[여자일반부] •플뢰레 개인전-홍서
인(서울시청) •에페 개인전-강영미(광
주 서구청) •사브르 개인전-김지연(익
산시청) •플뢰레 단체전-서울특별시청
•에페 단체전-부산시청 •사브르 단체
전-안산시청

하이덴하임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26~28, 독일 하이덴하임)
[남자부] •에페 개인전-①박경두(해
남군청)

<국제대회>
알제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13~15, 알제리 알제)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②남현희
(성남시청)
파리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20~22,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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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27~29, 미국 뉴욕)
[여자부] •사브르 개인전-②김지연
(익산시청) •사브르 단체전-②한국
파도바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2.3~5, 이탈리아 파도바)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③김정환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대) •
사브르 단체전-①한국
레냐노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2.10~12, 이탈리아 레냐노)
[여자부] •에페 단체전-③한국
아테네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2.17~19, 그리스 아테네)
[여자부] •사브르 개인전-③김지연
(익산시청) •사브르 단체전-②한국
바르샤바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2.24~26, 폴란드 바르샤바)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①김정환
(국민체육진흥공단) ③구본길(국민체육
진흥공단) •사브르 단체전-③한국
부다페스트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
대회
(3.24~26, 헝가리 부다페스트)
[남자부] •에페 개인전-①정진선(화
성시청) ③박경두(해남군청)
[여자부] •에페 개인전-②최인정(계
룡시청)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
대회
(3.31~4.1, 서울)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①김정환
(국민체육진흥공단)
파리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5.12~14, 프랑스 파리)
[남자부] •에페 단체전-①한국

보고타 국제그랑프리대회
(5.26~28, 콜롬비아 보고타)
[남자부] •에페 개인전-③박경두(해
남군청)
[여자부] •에페 개인전-③신아람(계
룡시청)
모스크바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6.2~4, 러시아 모스크바)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②구본길
(국민체육진흥공단) ③김정환(국민체육
진흥공단)
2017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6.15~20, 홍콩)
[남자부] •플뢰레 개인전-①하태규
(대전도시공사) ③손영기(대전도시공사)
•에페 개인전-②권영준(익산시청) ③
박경두(해남군청) 정진선(화성시청) •사
브르 개인전-①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
단) ③김준호(국군체육부대) •플뢰레 단
체전-②한국 •에페 단체전-①한국 •
사브르 단체전-①한국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②남현희
(성남시청) ③전희숙(서울시청) •에페
개인전-①강영미(광주 서구청) •사브
르 개인전-①김지연(익산시청) ②서지
연(안산시청) •플뢰레 단체전-①한국
•에페 단체전-②한국 •사브르 단체
전-②한국
2017 세계선수권대회
(7.19~26, 독일 라이프치히)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②구본길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브르 단체전①한국
[여자부] •사브르 단체전-②한국
베른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0.27~29, 스위스 베른)
[남자부] •에페 개인전-①박상영(한
국체대) •에페 단체전-①한국
오를레앙 국제월드컵대회
(10.27~29, 프랑스 오를레앙)
[여자부] •사브르 단체전-③한국
생모르 국제월드컵대회
(11.3~5, 프랑스 생모르)
[여자부] •플뢰레 개인전-①홍효진
(성남시청) ③채송오(충북도청)

도쿄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1.10~12, 일본 도쿄)
[남자부] •플뢰레 단체전-②한국
쑤저우 국제월드컵대회
(11.10~12, 중국 쑤저우)
[여자부] •에페 단체전-②한국
레냐노 국제월드컵대회
(11.17~19, 이탈리아 레냐노)
[남자부] •에페 단체전-③한국
신트니클라스 국제월드컵대회
(11.17~19,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여자부] •사브르 단체전-③한국
죄르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12.1~3, 헝가리 죄르)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①오상욱
(대전대) •사브르 단체전-①한국
도하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12.8~10, 카타르 도하)
[남자부] •에페 개인전-①박상영(한
국체대) ②정진선(화성시청)
[여자부] •에페 개인전-③최인정(계
룡시청)
칸쿤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12.16~17, 멕시코 칸쿤)
[남자부] •사브르 개인전-①오상욱
(대전대) ③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피겨스케이팅
<국내대회>
피겨올림픽 1차선발전
(7.28~30, 목동아이스링크)
[여자싱글] 최다빈(수리고)
[남자싱글] 이준형(단국대)
[페어] 김규은, 감강찬
[아이스댄스] 민유라, 알렉산더 겜린
2017~2018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
리즈 파견 선발전
(7.28~30, 목동아이스링크)
[여자싱글] 김예림(도장중)
[남자싱글] 안건형(수리고)

2017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12.1~3, 목동아이스링크)
[여자싱글] 유영(한강중)
[남자싱글] 이준형(단국대)
[페어] 김규은, 감강찬
[아이스댄스] 민유라, 알렉산더 겜린

<국제대회>
2017~2018 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8.31~9.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여자싱글] ②임은수(한강중)

핀수영
<국내대회>
제25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3.25~26, 문경국군체육부대)
[표면 100m 남자부] •고등부-송재
욱(경기체고) •대학부-김찬영(한국체
대) •일반부-권남호(경북체육회)
[표면 400m 남자부] •고등부-김현
진(대전체고) •대학부-김효석(숭실대)
•일반부-윤영중(경기도체육회)
[짝핀 100m 남자부] •고등부-서현
재(인천체고) •대학부-유솔민(한국체
대) •일반부-김광모(부산체육회)
[무호흡 잠영 50m 남자부] •고등부김우성(대구체고) •대학부-김찬영(한국
체대) •일반부-이관호(대전시청)
[호흡 잠영 400m 남자부] •고등부한석현(대전체고) •일반부-윤영중(경기
도체육회)
[모노혼성계영 200m] •고등부-박
혜령, 김우성, 김민정, 신명준(이상 대구
체고) •대학부-유솔민, 김경윤, 최지혜,
김찬영(한국체대) •일반부-송영재, 엄
지수, 윤미리, 정성원(경남체육회)
[표면 100m 여자부] •고등부-최지
연(경기체고) •대학부-최지혜(한국체
대) •일반부-장예솔(부산체육회)
[표면 400m 여자부] •고등부-이혜
정(백석고) •대학부-김지연(숭실대) •
일반부-이인아(충남체육회)
[짝핀 100m 여자부] •고등부-김민
정(대구체고) •대학부-강예림(경희대)
•일반부-최민지(충남체육회)
[표면 1500m 여자부] •고등부-조민
정(광주체고) •일반부-노화연(대구수중

핀수영협회)
[무호흡 잠영 50m 여자부] •고등부황수영(서울체고) •대학부-박세리(용인
대) •일반부-장예솔(부산체육회)
제16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
(5.13~15, 충남아산방축수영장)
[표면 50m 남자부] •고등부-서민성
(서울체고) •대학부-유솔민(한국체대)
•일반부-송영석(충남체육회)
[표면 100m 남자부] •고등부-기대
원(서울체고) •대학부-유솔민(한국체
대) •일반부-이동진(부산체육회)
[짝핀 50m 남자부] •고등부-김우성
(대구체고) •대학부-이범희(용인대) •
일반부-윤지환(대전시청)
[짝핀 100m 남자부] •고등부-김우
성(대구체고) •대학부-조한석(경희사이
버대) •일반부-유경헌(해양경비안전본
부)
[표면 50m 여자부] •고등부-김민정
(대구체고) •대학부-최지혜(한국체대)
•일반부-장예솔(부산체육회)
[표면 100m 여자부] •고등부-형수
경(인천체고) •대학부-최지혜(한국체
대) •일반부-장예솔(부산체육회)
[짝핀 50m 여자부] •고등부-이민희
(부산체고) •대학부-김경윤(한국체대)
•일반부-최민지(충남체육회)
[짝핀 100m 여자부] •고등부-이민
희(부산체고) •일반부-임민지(경남체
육회)
제29회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
(8.11~13, 문경 국군체육부대)
[표면 50m 남자부] •고등부-서민성
(서울체고) •대학부-이범희(용인대) •
일반부-이동진(부산체육회)
[표면 100m 남자부] •고등부-노대
천(대전체고) •대학부-조철희(용인대)
•일반부-이동진(부산체육회)
[표면 400m 남자부] •고등부-김현
진(대전체고) •대학부-김효석(숭실대)
•일반부-장성혁(서울시청)
[짝핀 50m 남자부] •고등부-서현재
(인천체고) •대학부-유솔민(한국체대)
•일반부-윤지환(충남체육회)
[짝핀 100m 남자부] •고등부-김우
성(대구체고) •대학부-유솔민(한국체
대) •일반부-윤지환(충남체육회)
[표면 50m 여자부] •고등부-문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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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체고) •대학부-최지혜(한국체대)
•일반부-장예솔(부산체육회)
[표면 100m 여자부] •고등부-최지
연(경기체고) •대학부-최지혜(한국체
대) •일반부-김가인(경북도청)
[짝핀 50m 여자부] •고등부-이민희
(부산체고) •대학부-강예림(경희대) •
일반부-임민지(경남체육회)
[짝핀 100m 여자부] •고등부-김민
정(대구체고) •대학부-이루시(숭실대)
•일반부-최민지(충남체육회)

<국제대회>
제4회 세계대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4.25~26, 폴란드 올슈틴)
[계영 400m 남자부] ②김찬영(한국체
대), 김효석(숭실대), 허정(삼육대), 이원
재(부산대)
[계영 400m 남자부] ③황효원(고려
대), 김지연(숭실대), 박세리(용인대), 최
지혜(한국체대)
제10회 브로츠와프월드게임
(7.21~22, 폴란드 브로츠와프)
[무호흡잠영 50m 남자부] ③이동진(
부산체육회)
[무호흡잠영 50m 여자부] ①장예솔(
부산체육회) ②김가인(경북도청)
[계영 400m 여자부] ③한국대표팀
[짝핀 50m 여자부] ②최민지(충남체
육회)
[짝핀 400m 여자부] ②김보경(전남체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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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청소년핀수영선수권대회
(8.2~5, 러시아 톰스크)
[표면 50m 남자부] ①한건영(온양고)
③송재욱(경기체고)
[표면 100m 남자부] ②한건영(온양고)
③정재백(달성고)
[잠영 50m 남자부] ①한건영(온양고)
[잠영 100m 남자부] ②김경선(서울
체고)
[계영 400m 남자부] ②한국대표팀
[혼성계영 200m] ①한건영(온양고),
송재욱(경기체고), 김민정(대구체고), 서
의진(창덕여고)
[표면 50m 여자부] ②김민정(대구
체고)
[계영 400m 여자부] ③한국대표팀

[여자부] •고등부-태장고 •대학부한국체대 •일반부-인천체육회
제60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 대회
(6.24~7.1, 충북 제천)
[남자부] •고등부-이매고 •대학부순천향대 •일반부-성남시청
[여자부] •고등부-제천상고 •대학
부-한국체대 •일반부-KT
제31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8.10~16, 경기 평택)
[남자부] •고등부-이매고
[여자부] •고등부-송곡여고 •대학
부-한국체대 •일반부-평택시청

<국제대회>

하키
<국내대회>
2017 KBS배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
(3.24~4.6, 강원 동해)
[남자부] •고등부-아산고 •대학부한국체대 •일반부-김해시청
[여자부] •고등부-태장고 •대학부한국체대 •일반부-평택시청
제36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4.29~5.6, 충남 아산)
[남자부] •고등부-아산고 •대학부조선대 •일반부-성남시청

남자하키 월드리그 3라운드
(6.15~25, 영국 런던) ⑨한국
여자하키 월드리그 3라운드
(6.21~7.2 벨기에 브뤼셀) ④한국
2017 남자 아시아하키선수권대회
(10.11~22, 방글라데시 다카) ④한국
2017 여자 아시아하키선수권대회
(10.28~11.5, 일본 가카미가하라)
③한국
여자하키 월드리그 파이널
(11.17~26, 뉴질랜드 오클랜드)
③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