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성

과:

간

대

회

명

입상실적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7kg급 인상 2위 (95kg)
용상 2위 (121kg)
합계 2위 (216kg)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대학부 남자 경량급
합계 3위 (195kg)

2019 04.27-05.02

제67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61kg급 인상 2위 (9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10kg)

2019 08.10-08.12

제9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61kg급 인상 3위 (90kg)
용상 3위 (110kg)
합계 3위 (200kg)

2019 04.27-05.02

제67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89kg급 인상 2위 (111kg)
용상 2위 (136kg)
합계 2위 (247kg)

2019 07.20-23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96kg급 인상 2위 (120kg)
용상 3위 (155kg)
합계 2위 (275kg)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대학부 남자 중량급
합계 3위 (255kg)

2019 04.27-05.02

제67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102kg급 인상 2위 (80kg)
용상 2위 (100kg)
합계 2위 (180kg)

2019 07.20-23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109kg급 인상 2위 (130kg)
용상 2위 (140kg)
합계 2위 (270kg)

2019 08.10-08.12

제9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109kg급 인상 2위 (120kg)
용상 3위 (140kg)
합계 2위 (260kg)

+109kg급 인상
용상
합계
64kg급 인상
용상
합계

2위
2위
2위
1위
1위
1위

(130kg)
(140kg)
(270kg)
(70kg)
(80kg)
(150kg)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2019 04.27-05.02

제30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64kg급 인상 1위 (70kg)
용상 1위 (90kg)
합계 1위 (160kg)

2019 06.13-06.20

제33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64kg급 인상 3위 (73kg)
용상 2위 (90kg)
합계 2위 (163kg)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4kg급 인상 2위 (73kg)
용상 3위 (85kg)
합계 3위 (158kg)

제9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64kg급 인상 2위 (70kg)
용상 2위 (93kg)
합계 2위 (163kg)

2019 07.20-23

2019 08.10-08.12

기

간

회

명

입 상 실 적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81kg급 인상 3위 (115kg)
용상 3위 (140kg)
합계 3위 (255kg)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대학부 남자 중량급
합계 3위 (250kg)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2019 06.13-20

제91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102kg급 인상 3위 (135kg)
용상 3위 (165kg)
합계 3위 (300kg)

2019 07.20-23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102kg급 인상 2위 (135kg)
용상 2위 (165kg)
합계 2위 (300kg)

제9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109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3위 (290kg)

2019 08.10-08.12

성

대

102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65kg)
합계 3위 (295kg)
대학부 남자 중량급
합계 3위 (290kg)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7kg급 인상 1위 (110kg)
용상 1위 (125kg)
합계 1위 (235kg)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대학부 남자 경량급
합계 3위 (230kg)

2019 06.13-20

제91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73kg급 인상 3위 (105kg)
용상 3위 (135kg)
합계 3위 (240kg)

2019 07.20-23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7kg급 인상 2위 (11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30kg)

과:

2019 08.10-08.12

제9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109kg급 인상
용상
합계
67kg급 인상
용상
합계
73kg급 인상
용상
합계

3위
3위
3위
3위
3위
3위
2위
2위
2위

(40kg)
(60kg)
(100kg)
(70kg)
(90kg)
(160kg)
(70kg)
(90kg)
(160kg)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2019 03.12-15

제16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81kg급 인상 4위 (100kg)
용상 4위 (120kg)
합계 4위 (220kg)

2019 04.05-09

제78회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

대학부 남자 경량급
합계 3위 (220kg)

2019 07.20-23

제1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7kg급 인상 3위 (90kg)
용상 3위 (110kg)
합계 3위 (200kg)

기

간

2018 03.22-26

대

회

명

제29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입 상 실 적
63kg급 인상 2위 (75kg)
용상 2위 (95kg)
합계 2위 (170kg)
63kg급 인상 1위 (77kg)
용상 2위 (90kg)
합계 2위 (167kg)
69kg급 인상 2위 (11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30kg)

2018 03.27-30

제15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105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3위 (290kg)
+105kg급 인상 2위 (10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20kg)
77kg급 인상 2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2위 (290kg)

성

과:
제90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105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3위 (290kg)
+105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71kg)
합계 3위 (301kg)

2018 05.03-10
제32회 전국여자역도선권대회

63kg급 인상 2위 (76kg)
용상 2위 (97kg)
합계 2위 (173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10kg)

제77회 문곡서상천배단체역도경기대회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25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70kg)
77kg급 인상 2위 (121kg)
용상 3위 (146kg)
합계 3위 (267kg)

2018 06.21-26

제66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105kg급 인상 1위 (130kg)
용상 1위 (160kg)
합계 1위 (290kg)

기

간

대

회

명

입 상 실 적
69kg급 인상 3위 (102kg)
용상 2위 (125kg)
합계 2위 (227kg)
69kg급 인상 2위 (105kg)
합계 3위 (225kg)
77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3위 (290kg)

2018 07.23-26

제18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105kg급 인상 2위 (10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20kg)
+105kg급 인상 2위 (130kg)
용상 3위 (160kg)
합계 2위 (290kg)

성

63kg급 인상 3위 (130kg)
용상 3위 (171kg)
합계 3위 (301kg)

과:

69kg급 인상 3위 (105kg)
용상 3위 (125kg)
합계 3위 (230kg)
85kg급 인상 3위 (100kg)
용상 3위 (120kg)
합계 3위 (220kg)
2018 08.11-13

제8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105kg급 인상 2위 (131kg)
용상 2위 (162kg)
합계 2위 (293kg)
63kg급 인상 3위 (65kg)
용상 3위 (86kg)
합계 3위 (151kg)

2018 10.12-17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기

간

대

회

명

입 상 실 적
77kg급 인상 1위 (120kg)
용상 1위 (145kg)
합계 1위 (265kg)
85kg급 인상 2위 (115kg)
용상 2위 (140kg)
합계 2위 (255kg)

2017 03.22-29

제65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85kg급 인상 3위 (100kg)
용상 3위 (120kg)
합계 3위 (220kg)
94kg급 인상 2위 (120kg)
용상 2위 (155kg)
합계 2위 (275kg)

2017 04.11-17

제55회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69kg급 인상 3위 (120kg)
용상 3위 (145kg)
합계 3위 (265kg)
69kg급 인상 2위 (120kg)
용상 2위 (147kg)
합계 2위 (267kg)

성

과:
2017 04.18-21

제14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장정배,송병준

77kg급 인상 3위 (110kg)
용상 3위 (142kg)
합계 3위 (252kg)
85kg급 인상 3위 (103kg)
용상 3위 (120kg)
합계 3위 (223kg)
+105kg급 인상 2위 (80kg)
용상 2위 (100kg)
합계 2위 (180kg)

제89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69kg급 인상 3위 (120kg)
합계 3위 (265kg)
남자대학경량급 합계3위 (265kg)
남자대학경량급 합계3위 (230kg)

2017 06.21-28

남자대학경량급 합계3위 (215kg)
제76회 문곡서상천배단체역도경기대회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40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40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70kg)

기

간

대

회

명

입 상 실 적

69kg급 용상 2위 (146kg)

69kg급 인상 3위 (100kg)
합계 3위 (230kg)
77kg급 인상 3위 (105kg)
용상 3위 (115kg)
합계 3위 (220kg)
2017 07.24-27

제17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85kg급 인상 3위 (95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15kg)

성

과:

105kg급 인상 3위 (120kg)
용상 3위 (160kg)
합계 3위 (280kg)
+105kg급 인상 2위 (120kg)
용상 2위 (140kg)
합계 2위 (260kg)
69kg급 인상 1위 (126kg)
용상 2위 (147kg)
합계 1위 (275kg)

2017 09.01-03

제7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역도경기대회

85kg급 인상 3위 (100kg)
용상 2위 (130kg)
합계 2위 (230kg)
85kg급 인상 2위 (105kg)
용상 3위 (120kg)
합계 3위 (225kg)

기

간

2016 03.21-03.23

성

과:

대

회

명

제13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2016 04.20-25

제88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2016 04.20-25

제75회 문곡서상천배단체역도경기대회

2016 07.20-23

제16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입 상 실 적
56kg급 인상 1위 (105kg)
용상 2위 (126kg)
합계 2위 (231kg)
62kg급 인상 2위 (107kg)
용상 2위 (140kg)
합계 2위 (247kg)
69kg급 인상 2위 (121kg)
용상 1위 (161kg)
합계 1위 (282kg)
69kg급 인상 3위 (95kg)
용상 3위 (110kg)
합계 3위 (205kg)
85kg급 인상 2위 (140kg)
용상 3위 (170kg)
합계 2위 (310kg)
+105kg급 인상 2위 (142kg)
용상 3위 (175kg)
합계 3위 (317kg)
69kg급 인상 2위 (65kg)
용상 2위 (80kg)
합계 2위 (145kg)
56kg급 인상 1위 (106kg)
용상 2위 (125kg)
합계 1위 (231kg)
62kg급 인상 2위 (110kg)
용상 2위 (130kg)
합계 2위 (240kg)
69kg급 인상 2위 (125kg)
용상 1위 (159kg)
합계 1위 (284kg)
85kg급 인상 3위 (131kg)
남자대학경량급 합계2위 (231kg)
남자대학경량급 합계2위 (284kg)
남자대학경량급 합계2위 (240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00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281kg)
남자대학중량급 합계3위 (310kg)
56kg급 인상 1위 (90kg)
용상 1위 (115kg)
합계 1위 (205kg)
62kg급 인상 2위 (111kg)
용상 2위 (135kg)
합계 2위 (246kg)
69kg급 인상 2위 (105kg)
용상 2위 (135kg)
합계 2위 (240kg)
69kg급 인상 3위 (80kg)
용상 3위 (115kg)
합계 3위 (195kg)
+105kg급 용상 3위 (110kg)
합계 3위 (205kg)

기

간

대

회

명

입 상 실 적
56kg급 인상 2위 (96kg)
용상 1위 (115kg)
합계 1위 (211kg)

성

62kg급 인상 2위 (111kg)
용상 2위 (140kg)
합계 2위 (251kg)

과:
2016 08.30-09.02

제6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69kg급 인상 3위 (120kg)
용상 2위 (155kg)
합계 2위 (275kg)
69kg급 인상 3위 (80kg)
용상 3위 (115kg)
합계 3위 (195kg)
+105kg급 용상 3위 (110kg)
합계 3위 (205kg)

기

간

2015 03.25-30

대

회

명

제26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입 상 실 적
63kg급 인상 2위 (74kg)
용상 2위 (92kg)
합계 2위 (166kg)
56kg급 인상 2위 (95kg)
용상 3위 (90kg)
합계 3위 (185kg)
62kg급 인상 3위 (105kg)
용상 1위 (142kg)
합계 1위 (247kg)
69kg급 인상 2위 (118kg)
용상 2위 (150kg)
합계 2위 (268kg)

2015 03.30-04.02

성

제12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9kg급 인상 3위 (116kg)
용상 3위 (140kg)
합계 3위 (256kg)
85kg급 인상 2위 (137kg)
합계 2위 (292kg)

과:

85kg급 용상 3위 (160kg)
63kg급 인상 2위 (70kg)
용상 2위 (85kg)
합계 2위 (155kg)
62kg급 인상 1위 (105kg)
용상 1위 (140kg)
합계 1위 (245kg)

2015 04.17-22

제63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69kg급 인상 1위 (100kg)
용상 1위 (120kg)
합계 1위 (220kg)
+105kg급 인상 1위 (140kg)
용상 1위 (170kg)
합계 1위 (310kg)

2015 07.07-13

제87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69kg급 인상 1위 (128kg)
용상 1위 (158kg)
합계 1위 (286kg)
69kg급 인상 3위 (110kg)

기

간

대

회

명

입 상 실 적
56kg급 인상 2위 (105kg)
용상 2위 (125kg)
합계 2위 (230kg)
62kg급 인상 1위 (105kg)
용상 1위 (150kg)
합계 1위 (255kg)
69kg급 인상 1위 (125kg)
용상 1위 (165kg)
합계 1위 (290kg)

2015 07.21-23

제15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69kg급 인상 3위 (115kg)
용상 3위 (135kg)
합계 3위 (250kg)
77kg급 인상 3위 (95kg)
용상 3위 (120kg)
합계 3위 (215kg)
85kg급 인상 2위 (135kg)
용상 2위 (161kg)
합계 2위 (296kg)

성

과:

+105kg급 인상 3위 (141kg)
용상 3위 (180kg)
합계 3위 (321kg)
62kg급 인상 1위 (100kg)
용상 2위 (120kg)
합계 2위 (220kg)
62kg급 인상 2위 (100kg)
용상 1위 (140kg)
합계 1위 (240kg)

2015 09.03-06

제5회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

69kg급 인상 1위 (115kg)
용상 1위 (135kg)
합계 1위 (250kg)
77kg급 인상 2위 (95kg)
용상 2위 (115kg)
합계 2위 (210kg)
85kg급 인상 2위 (145kg)
용상 2위 (173kg)
합계 1위 (318kg)
+105kg급 인상 2위 (13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