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 개요
Ⅰ. 2019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선발 근거
1. 관련근거 「대한장애인럭비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2016. 2. 24. 개정)」
2.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2019년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선발을 정함.
3. 선발절차
① 시도지부 워크숍을 통한 시∙도장애인럭비협회 공지
② 감독자회의를 통한 건의사항 및 의견 반영
③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관련 선발 공고
④ 체력측정 및 경기평가 (국가대표 선수)
⑤ 임원 자격 검토 및 임원 면접 (국가대표 임원)
⑥ 전문체육위원회 개최 및 심의
⑦ 이사회 최종승인 (국가대표 임원)
⑧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및 전문체육위원회 승인

4. 선발 인원
- 28명 ( 감독 1, 코치 1, 트레이너 1, 보조트레이너 5, 선수 12, 차순위 8 )

5. 기타 선발관련
- 본 공고 후 이의사항 혹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협회 제출

Ⅱ . 2019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임원 선발
1. 관련근거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장 지도자」
2. 선발대상자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럭비) 소지자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지도경력
② 휠체어럭비 은퇴자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③ 제①, ②항의 지도자는 반드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④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정관 제25조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 취소

3. 선발 일정
일자
2018. 10. 3.(수) ~ 10. 19.(금)

내용
ㅇ 모집 공고

2018. 10. 22.(월)

ㅇ 서류 전형 검토

2018. 10. 25.(목)

ㅇ 임원 면접 및 전문체육위원회 개최

2018. 10. 31.(수)

ㅇ 합격 통보

2018. 11. 23.(금)

ㅇ 선수평가 (제10회 전국휠체어럭비 선수권대회)

2019. 1. 31.(목)

ㅇ 이사회 최종 승인 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4. 선발 인원
- 8명 (감독1, 코치1, 트레이너1, 보조트레이너5)
- 감독, 코치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함.
- 트레이너는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함.
- 보조트레이너의 경우 인원수 미달 시 감독 및 코치와 전문체육위원장에 의한 추천

비고

Ⅲ. 2019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선발
1. 관련근거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3장 선수」
2. 선발 구분
구분

인원

경기력 평가

8

체력측정

8

임원추천

2

지부추천

2

선발내용

비고

ㅇ 권역별 예선전 및 선수권대회를 통한 선발
ㅇ 라인업에 맞춘 등급별 선발
ㅇ 선발된 인원 중 체력이 우수한자
ㅇ 반드시 대회에 의하여 선발된 인원 중에 포함
ㅇ 국가대표 임원에 의한 추천
* 특수한 경우임으로 전문체육위원회를 거쳐 승인
ㅇ 지부추천에 의한 선발
* 전문체육위원회를 거쳐 승인

3. 선발절차
일자
2018. 5. 8.

내용

비고

ㅇ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공고
ㅇ 대회별 평가

2018. 6. ~ 11.

- League-1 ~ League-4 대회별 평가
- 제10회 전국휠체어럭비 선수권대회 최종 선발

2018. 11. 24.(금)

2018. 12. 6.(목)

ㅇ 전문체육위원회 개최
- 20명 선정
ㅇ 체력측정
- 순발력, 근지구력, 민첩성, 근력 및 정확성을 측정
ㅇ 전문체육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발

2019.

- 예비명단을 포함한 20명 선발 후 라인업에 맞춰
등급별 순위 배정하여 최종 명단 12명으로 구성

※ 선발 라인업은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선발 12명
예비

8명

4. 체력측정 평가
구분

내용
ㅇ 스프린트 능력 20m 직선거리를 2회 측정

순발력

- 출발점에 대기하여 출발(휘슬)소리에 의하여 출발하고, 골인지점까지 캐스터가 접촉하거나
통과 시 기록을 종료함.
ㅇ 지속적인 스프린트 능력 28m 왕복을 좌측, 우측 각각 2회씩 측정

근지구력

- 출발점에 대기하여 출발(휘슬)소리에 의하여 출발하고, 28m 지점을 돌고, 골인지점까지 캐
스터가 접촉하거나 통과 시 기록을 종료함.
- 드리블은 반드시 10초에 한번씩 하며, 미드리블시 1초씩 가산함.
ㅇ 휠체어럭비 조정능력을 122cm 간격으로 7개의 콘을 왕복으로 통과하여, 좌측, 우측 각각 2
회씩 측정

민첩성

- 출발점에 대기하여, 출발(휘슬)소리에 의하여 출발하고, 골인지점에 캐스터가 접촉하거나
통과 시 기록을 종료함.
- 드리블은 반드시 10초에 한번씩 하며, 미드리블시 1초씩 가산하며, 콘 터치시 2초 가산함.
ㅇ 휠체어 조정능력과 순발력을 ‘+’ 모양의 5m 간격으로 좌측, 우측 각각 2회씩 측정

민첩성
/순발력

- 출발점에 대기하여, 출발(휘슬)소리에 의하여 출발하고, 골인지점에 캐스터가 접촉하거나
통과 시 기록을 종료함.
- 드리블은 반드시 10초에 한번씩 하며, 미드리블시 1초씩 가산하며, 콘 터치시 2초 가산함.
ㅇ 휠체어럭비 공인구를 사용하여 (Distance-accuracy throw)를 왼손, 오른손, 양손 각각 2회씩

근력 및
정확성

측정
- 오른손, 왼손은 치기도 가능하며, 이외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던지기 시작점은 2.0은 2m 뒤, 2.5이상은 4m 뒤에서 측정함.
민첩성 및 순발력

근력 및 정확성

5. 경기력 평가
구분

패스

등급별 평가 사항
0.5~1.5
• 치기 등의 기술

2.0

2.5~3.5

• 경기력 패스능력

• 경기력 패스능력

• 정확성

• 정확성

• 득점실력을 평가

• 득점실력을 평가

• 어시스트 포함

• 어시스트 포함

• 수비력 및 트랩

• 공격, 수비 전환력

• 공격, 수비 전환력

전술

• 트랩 평가

• 임팩트 능력

• 임팩트 능력

(10)

• 인바운더 트랩

• 규정의 이해도

• 규정의 이해도

• 규정의 이해도

• 수비력

• 공격, 수비력

• 공격, 수비력

(10)
득점력

• 제외(득점 시 가산점)

(10)

• 패널티 트랩
규정
(10)
팀기여도
(10)
기타
(5)
인성
(5)

• 기타 경기력에 평가 되지 않은 사항
• 감독 추천 및 시·도장애인럭비협회 추천

• 선수 인성 평가

※ 각 능력별 10점 배점하며, 기타사항과 인성은 가산점 부여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