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3x3 농구 위원회 회의 결과
협회는 2019년도 제4차 3x3 농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 의 명 : 2019년 제4차 3x3 농구위원회 회의
2. 일시/장소: 2019. 5. 31.(금) 10:00~11:50 / 본 회 회의실
3. 성원.개회: 재적위원 7명 中 7명 출석
4. 전차회의록 초록 낭독
5. 보고사항
가. KB국민은행 2019 FIBA 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겸 2019 KBA 3x3 코리아투어
광주대회 결과 및 정산 보고
나. FIBA 3x3 Asia Cup 2019 파견 결과 보고여자팀도 파견 요청
6. 심의사항 및 의결내용
심의사항

의결내용

비고

‣ 아시아컵 파견 이승준, 박진수 와
현재 한국랭킹 1위 김민섭, 2위 박민
수 선수 선발을 의결(장동영, 김동우
-기량부족 및 팀플레이 부족 등으로
교체)

★ 3차 회의시 월드컵 파견선수는 아시아컵 소집
훈련과 아시아컵 참가후 결과에 따라 최종 엔트리
선발 의결 함.
• 정한신 위원-기량부족, 선수 조합 부적절, 경기
흐름 미적응 등 선수 교체 필요로 김민섭, 박민수
추천
• 권부원 위원- 감독이 훈련시키고 대회에 참가해
본 결과의 의견이므로 의견 존중
• 위원 전체 동의

② KB국민은행 2019 KBA
3x3코리아투어 부산대회
개최의 건

‣ FIBA 3x3 U18 Asia Cup 파견 대표
최종선발전을 팀으로 선발하며, 해운
대 백사장 개최 원안 가결

• 장국호 위원- 어린선수들이라 국가대표에 대한
욕망이 커서 부상을 속이고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피지컬 테스트 필요
• 박한 위원장-인파가 많고 혹서기라 안전대책 마
련
• 김세환 위원-폭염으로 심판, 경기원 인원 배정
을 늘려서 공정한 진행 당부

③“프로⦁아마 통합”
KOREA 3x3 Best of Best
Festival 개최의 건

‣ 문체부 사업 승인 후 시행 의결
(문체부 승인 후 시행 조건부 의결)

• 김세환 위원-KBL, WKBL, 타 연맹들의 협조가
필요

‣ FIBA 3x3 U23 World Cup 2019 파견
선수 선발-상비군 12명 선발하여 트
라이아웃 시행 후 선발

★3차 위원회 회의시 코리아투어에 1회 이상 참가
한 선수중에 U23 선수 선발 기회 부여
• 정한신, 장국호 위원이 예비엔트리 선발

‣ 2019 KBA 3x3코리아투어 재원 확보
방안

• 전체 위원들이 협찬사 유치 활동 전개(후원협찬
제안서 제공)
• 양면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의논 필요
• 구정회 위원-여자WKBL과 여자대회도 활성화시키
고 아시아컵에 여자팀도 파견 건의

① FIBA 3x3 World Cup
2019
국가대표 선발
의 건

④ 기타토의

‣ FIBA 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방식 전환 필요

대한민국농구협회 3x3농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