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대표 선수 선발 일정

   가. 선발전

       ▷ 1차 선발전(회장기 대회) :  2019. 11. 5 ~ 6일 (충남, 보령실내체육관)

       ▷ 2차 선발전(순천만국가정원컵) :  2020. 3. 10~11일(전남, 순천실내체육관)

        

2. 종합 점수 배분 및 적용

   가. 점수 배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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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선발

   가. 2020 도쿄 올림픽(7.25~8.1/일본, 도쿄) 파견 국가대표 선수

   나. IJF주최 마스터스/그랜드슬램/그랑프리/콘티넨탈/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기타 각종 국제대회

   다.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선수 선발

[2019.05.16일 작성]

      - 올림픽 파견 대표선수가 확정된 이후, 경쟁 상대에 대비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JF 올림픽 랭킹, 종합점수 및 선발전 결과와 관계 없이 올림픽 까지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추천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파견이 확정된 선수의 파트너로 입촌선수를 구성 선발 할 수 있다.  

   라. 기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본회 경기력향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발전 1~2위 입상 선수 28명(남자 14명, 여자 14명)을 자동으로 선발하고,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의

      -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선수는 입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선수 선발은 국가대표 지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자격을 갖춘 선수를

        단, IJF 올림픽 랭킹(남자는 상위 30위/ 여자는 상위 50위 이내)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종합대회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등)의 입상자를 대상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경기력을 인정하여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파견자로 결정한다. 

        자격을 갖춘 선수를 파견자로 결정한다.

          (5) 생년월일이 빠른 선수 우선 선발

          (3)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1차＜2차)

          (4) IJF 올림픽 랭킹 순(제한 없음)

      - 올림픽 출전 쿼터를 획득한 선수를 우선 선발하되, 동일 체급내에 올림픽 출전 쿼터를 획득한 선수가 2명 이상인

      - 국가대표선수 중 다음의 '선발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국가 대표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 국가대표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 파견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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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IJF 올림픽 랭킹과 종합점수,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 중 메달획득이

      - 이때 적용되는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2) IJF 올림픽 랭킹 순(남자는 상위 30위/ 여자는 상위 50위 까지 적용)

          (1) 종합점수 순

※ 2019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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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과 겹치거나 개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최된 국제대회 참가로 인해 선발전에 불참한

IJF 올림픽 랭킹 1~5위: 40,    6~10위: 30,    11~18위: 20,    19~30위: 10 선발전 개최일 기준 IJF 올림픽 랭킹 적용

    선수에 한하여, 해당 선발전 3위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 A: 10,   B: 8,   C: 6,   D: 4

계

2020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내규

구분 점수
점수 적용

비고

        입촌 대상자로 결정한다.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