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기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국가대표선수선발)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기

준에 따라 선발한다.

1. KTA랭킹(남.여) 1위 및 2위인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2. KTA랭킹(남.여) 1위 및 2위인 선수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수로  

대체한다.

3. 전한국선수권대회 우승자(남,여)에 한하여 이듬해 성인 국가대표 선발 우선권을 

부여한다.

4. 나머지 선수는 KTA랭킹 및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대표감독에게 추천권

을 부여한다.

5. 국가대표감독이 추천한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세계남.여테니스선수권대회(DAVIS CUP 및 FED CUP)에 참가하는 4인 엔트리에 

포함되는 선수는 국가대표감독이 결정한다.

제4조(주니어국가대표선수선발) ①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주최하는 16세부 주니어 국가  

대항전인 세계남.여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JUNIOR DAVIS CUP 및 JUNIOR FED

CUP)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KTA주니어랭킹(남.여 18세부) 1순위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2. KTA주니어랭킹(남.여 18세부) 1순위 선수가 선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

수로 대체한다.



3. 나머지 2번째, 3번째 선수는 KTA주니어랭킹(18세부)과 세계주니어랭킹, 최근 성

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니어소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②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주최하는 14세부 주니어 국가대항전인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WORLD JUNIOR)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KTA주니어랭킹(남.여 14세부) 1순위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2. KTA주니어랭킹(남.여 14세부) 1순위 선수가 선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

수로 대체한다.

3. 나머지 2번째, 3번째 선수는 KTA주니어랭킹(남.여 14세부 및 18세부)과 세계주니

어랭킹, 최근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니어소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

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③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   

한다.

1.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남.여) 단식 1위 및 2위인 선수

2.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남.여) 단식 1위인 선수

3.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남.여) 단식 1위인 선수

4. 선수가 중복 입상하였을 경우 전국종별테니스대회와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남.여) 단식 2위인 선수로 충원하며, 선발시 KTA주니어랭킹을 우선 적용한다.

④ 14세부 아시아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KTA주니어랭킹(남.여 14세부) 1순위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2. KTA주니어랭킹 (남.여 14세부) 1순위 선수가 선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수로 대체한다.

3. 나머지 2번째, 3번째 선수는 KTA주니어랭킹(남.여 14세부 및 18세부)과 세계주니

어랭킹, 최근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니어소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

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5조(주니어국가대표지도자선발) ①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주최하는 주니어국가대항전  

(세계남.여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및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주니어소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②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  

한다.

1. 4인 엔트리 선수 중에서 복수 선수를 보유한 소속팀의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2. 4인 엔트리 선수의 소속팀이 모두 다를 경우 선발전으로 치러지는 전국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남.여) 단식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의 소속팀 지도자를 선발한다.

3. 1, 2항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고연맹의 추천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한다.

③ 14세부 아시아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주니어소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12.22)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10)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5.16)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