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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롤러스포츠 세부종목에 따른 개선 명칭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은 롤러스포츠 세부종목을 고려한 대회 명칭 및 종목 명칭의 개선 요구와
함께, 체육단체 통합에도 불구하고 동일 종목에 대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이
한 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롤러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명칭의 개
선 및 통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8년도 이사회(제1차, 제3차)와 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결로 각 시․도연맹, 각 위원회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대회
명칭 및 종목 명칭의 개선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를 통하여 취합된 의견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는 붙임과 같이 롤러스
포츠 세부종목에 따른 대회 명칭과 월드 스케이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세부종목
의 국내 명칭을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연맹에서는 자체
적으로 또는 산하 시․군․구연맹에서 각종 대회 개최 시 이 결과에 따른 대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종 자료 제작 및 활용 시에도 개선된 세부종목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개
선 명칭이 신속히 사회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붙 임

롤러스포츠 세부종목에 따른 대회 및 종목 명칭 개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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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포츠 세부종목에 따른 대회 및 종목 명칭 개선
1. 대회 명칭 개선
현행 명칭

개선 명칭

제37회 전국남녀종별롤러경기대회

제37회 전국남녀종별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
제37회 전국남녀종별 롤러스포츠 스케이트보드대회

제7회 OO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인라인트랙/인라인스케이팅대회

제7회 OO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

2. 세부종목 명칭 개선
종목명
World Skate 기준

국내 기준

개선 명칭
아티스틱

아티스틱(Artistic)

롤러 피겨

인라인 프리스타일(Inline Freestyle)

슬라럼

인라인 프리스타일
(Inline Freestyle)

인라인 하키(Inline Hockey)

인라인하키

인라인하키
(Inline Hockey)

링크 하키(Rink Hockey)

링크하키 또는 롤러하키

링크하키
(Rink Hockey)

인라인 알파인(Inline Alpine)

알파인

인라인 알파인
(Inline Alpine)

인라인 다운힐(Inline Downhill)

다운힐

인라인 다운힐
(Inline Downhill)

롤러 더비(Roller Derby)

롤러 더비

롤러 더비
(Roller Derby)

롤러 프리스타일(Roller Freestyle)

어그레시브

롤러 프리스타일
(Roller Freestyle)

스케이트보딩(Skateboarding)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Skateboarding)

스피드(Speed)

스피드 및 인라인스케이팅

스피드
(Speed)

(Artis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