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3차 이사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1. 11. 25(목) 14:00~16:00

□  장    소 :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9명

  - 회    장 : 임대기

  - 부 회 장 : 최경열, 윤여춘, 김동주, 김정봉

  - 전무이사 : 최인해

  - 이    사 : 김승일, 황영조, 김재용, 이진택, 박이현, 신현경, 박병익, 송문규,  

              김성진, 강조한, 이윤진, 이도훈, 김방출

□  현안사항 보고

  - 육상발전방향 추진안 보고 ------------------------------------- 제일기획

  - 예천교육훈련센터 추진사항 보고 ------------------------------ 센 터 장

□  성원보고 및 개식통고 : 사회자

□  개회선언 : 임대기 회장

    재적이사 28명중 이사 19명 참석으로 성원됨. 

□  인사말 : 임대기 회장

 반갑습니다. 이사 여러분!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말로 접어들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이사 여러분!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최근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중이나 하루 확진자가 4천명이 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어려움 속
에서도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 여러분!

 올해 한국육상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종목단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대회 운영’을 적극 실행하여 
별다른 불상사 없이 모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력 측면에서는 도쿄올림픽 높이뛰기에서 올림픽 육상 트랙·필드 
역대 최고성적과 함께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쾌거로 육상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많은 기쁨과 희망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영난, 오소희, 이현우, 김장우 등 새로운 유망주들이 순조롭게 
성장하며 육상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신기록 수립은 2개에 머물렀고 한국신기록 종목 중 11개의 종목은 
아직도 20년간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중입니다.
 
 또한 올해 종목별 세계기록 순위에서도 한국육상은 세계 10위 진입 인원이 
1명, 100위 이내는 4명밖에 없으므로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 등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사 여러분!

 내년에는 예천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 오레곤 세계육상선수권,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차례로 개최됩니다.

 따라서 각 대회별 특성에 맞춰 만반의 준비와 함께  ‘단거리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 도약특별 프로젝트, 스포츠과학 프로젝트’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육상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육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사 여러분!

 앞서 제일기획에서 발표한 컨설팅 발표내용은 일차적으로 ‘생활체육 육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차원 육상 붐업(Boom Up)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육상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사 여러분들께서 한국육상 발전을 위한 적극
적인 지원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컨설팅 결과와 연맹 생활체육
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폭력 등 각종 인권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육상계 전체가 적극적인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클린(Clean) 육상 
이미지(Image)’를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올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연맹은 나름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내년에 매우 중요한 이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지으
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심의

◈ 제 1 호 :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사회자로부터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2 호 : 업무보고

   사회자로부터 [업무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3 호 : 규정개정의 건 (연맹 정관, 공인제도 운영규정)

   사회자로부터 [규정개정의 건 (연맹 정관,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유인물 요

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4 호 : 운동장 및 로드레이스 코스 공인의 건

   사회자로부터 [운동장 및 로드레이스 코스 공인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5 호 :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건

   사회자로부터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마무리 말씀 : 임대기 회장

산 회 16:00

기록 : 김상우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