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코리아, 국가 경쟁력입니다.

www.krsf.or.kr
수신자 각 시‧도연맹 회장(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및 각 단체장
(참 조)
제

목 스피드종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참석 협조 요청

1. 귀 연맹 및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등록선수는 올림픽종목 및 인기종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반
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인구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목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등록선
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 8개 시･도 미만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종목운영 및 발전에 있어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본 연맹은 이러한 작금의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비올림픽종목으로서의 생존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
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가 등록선수 인구 확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공존과 상생, 보다
많은 시･도가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 등 스피드종목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출발
점이 되며, 현장 관계자들의 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여 발전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의 지도자,
시･도연맹 사무국장 및 임원 등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
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스피드종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가. 사업일시 : 2018.11. 9.(금) 오후2시~
나. 사업장소 : 대전광역시 월드컵경기장 2층 중회의실
다. 주
최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라. 간담회 주제 : 현 상황에서의 스피드종목의 문제점 및 위협요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의견, 생활체육과의 상생 방안, 전국체전 참가선수 확대, 등록선수 확대 및
저변확대 방안 등 스피드종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내용
마. 간담회 전 제안사항 및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본 연맹 이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당일 소
개하여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임(krsf1972@naver.com)
바. 본 간담회가 종료 되는대로 같은 장소에서 제37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스피드)경기대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끝.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 장
김
영
순
대리

구진희

차장

이학현

부장

정대교

협조자

경기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심판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시 행

대롤연 제1473-80호(2018.10.08) 접수

사무처장

유영철

회장

(

김영순

)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장 305호 / http://www.krsf.or.kr
전화

02)420-4277,8

/

전송

02)420-6711

/

E-mail : krsf1972@naver.com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