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2021년 부터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경기 세부 종별 변경 최종 확정 !!!
2021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우리종목 세부종별 변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처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2006년 정식종목에 채택되어 세부종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부, 일반부 개인전이 개최되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부는 단
체전으로 확대하였으며, 2015년부터 일반부 개인전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고등부,일반부 개인전, 일
반부 단체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외동포 종목은 2007년에 채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육대회는 우리종목의 국내 스포츠 입지를 강화하고 스쿼시 선수확대 기반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종목은 고등부가 개인전으로
만 진행되어 전국 시도 학생선수 양성에 한계를 느껴왔으며, 우리연맹은 고등부 단체전 변경으로 선
수층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 회의에
서 이 안건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고등부 개인전에
서 단체전으로의 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2021년부터 고등부 단체전 변경은 우리종목 학생선수 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종목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2019년부터 한국체육이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
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단체전 출전을 위한 각 시도지부의 남녀 고등부 팀 창단이 원활
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최소 8개 시.도 이상이 참가해야만 정식종목으로 유지되는 전
국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연맹이 시도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만큼, 그동
안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지부 관계자분은 스쿼시 리더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을 갖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남녀 고등부 팀창단을 최우선 사업으로 계획하시어 총력을 기울여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등부 단체전 신설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전국 시도지부 실무자분께 감사드
립니다.
2021년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경기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남녀 고등부

개인전

단체전

남녀 일반부

개인전,단체전

단체전

시행시기 및 기타사항
2021년부터 시행
엔트리 후보선수 포함 4명
2021년부터 시행
엔트리 후보선수 포함 4명
(개인전 폐지)
대회일정상 개인전 출전 선수 부상위험
세부종별이 6개에서 4개로 축소됨에 따라

확정배점

10,500

10,500

세부종별 등위별 점수 대폭 상승(40-50%)
(금 469점 ► 663점, 5-8위 122점►18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