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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1907 한국민체육회 조직, 구한말의 운명과 함께 종적을 감춤.

1909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한흥학회 조직, 그 안에 운동부 설치.

1910년

1910 평양 성학교 운동회 열림.

서울시내 각 학교 직원 및 학생의 연합운동회 동소문밖 삼선평에서

개최.

1912 서울시내 8개교 연합 운동회 청파정에서 개최(오성 보성학교 청년

학관 배촌학당 경신 중앙학교 휘문의숙 양정학교 참가).

1918 제3회 극동선수권경기 회 도쿄에서 개최. 일본은 이때 처음으로 정

식 참가.

1919 일본인 주도 조선체육협회 발족.

1920년

1920. 05.16 조선체육협회 주최 육상경기가 경성 함흥 평양 양 수원 등에서 개

최(한국 선수도 참가).

05.29 원산 시민 운동회 개최.

06.16 조선체육회 발기인회, 서울 인사동 명월관 지점(지금의 태화관 자리)

에서 결성. 창립 준비위원으로 윤익현, 변봉현, 원달호, 이동식, 김병

태, 이중국, 유문상, 이원용, 김동철, 김규면 등 10명 선출.

07.13 조선체육회( 한체육회 전신) 창립, 중앙예배당에서 창립총회 개최.

회장 장두현(동양물산 사장), 이사장 고원훈(보성전문 교장), 이사 장

덕수(동아일보 주필), 임경순(조선은행원), 윤익현(일본 와세다 학

출신∙야구인), 이승우(변호사), 이원용(YMCA∙야구인), 정 현(보

성고보 교장) 유문상(경성직물 사장) 등 선출.

1921. 04.1~7 극동선수권 회(극동올림픽 회)  육상경기 조선 예선 거행.

그러나 10마일 경기에 1, 3위 한 한국인 2명이 인력거꾼이라 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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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파견을 거부함.

05.29 우리 손으로 개최한 사상 최초의 육상경기‘사립중학교연합 회’

YMCA에서 개최.

조선 육상경기팀, 상하이 제5회 극동선수권 회 참가.

07.23 고원훈 제2 조선체육회장에 선임..

1922. 07 조선체육회 고원훈 회장 유임

08.28 마산체육회 창립.

10.14 사상 최초로 경기 회에서 임원, 선수 등 가두행진 전조선야구 회

입장식에 앞서 보성고보~종로~을지로입구~ 한문~배재고보 길을

행진함.

1923. 01.20 우리나라 최초의 빙상경기인‘ 동강빙상 회’를 동아일보 평양지

사에서 주최.

조선체육회 사무실을 보성전문에서 종로구 인사동 152 계명구락부

로 이전.

06.03 경성일보가 최초의 역전경주 회인‘경인역전경주 회’를 한강 인

도교 준공 기념행사로 개최. 18개 중학팀 참가.

07. 조선체육회 총회. 고원훈 회장 유임. 야구∙축구∙정구 등 구기종목

에 치중, 육상경기 장려를 결의.

11.03 학교 주최 경기의 시초로 연희전문(현 연세 ) ‘중등학교 육상경기

회’개최(1937년 15회까지 계속).

11.21~23 선수 자격 요건을 강화한‘제4회 전조선 축구 회’개최. 중등부에서

부정선수 문제로 회 중단 연기, 체육회장 사퇴.

11.28 조선체육회 임시총회. 천도교 간부 최린을 제 3 회장에 선출.

1924. 03.19 조선체육회, 육상경기 연구위원회를 구성.

05.10 (육상경기 규칙서) 조선체육회서 발행.

06.11 연습 도중 희생자 발생(창던지기 연습 중 양정고보 3년생 한세열이

동급생의 창에 맞아 사망.

06.14~16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 회’휘문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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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 회 창설.

06. 조선체육회, 재정 형편으로 제4회 전조선 육상경기 회 중지.

07.18 조선체육회 8 위원장(회장)에 유억겸 피선.

10.03 제5회 조선여자올림픽 육상경기의 초등부 신설.

1928. 06.23~24 전조선육상경기 회 3년 만에 개최. 15세 미만 소년부 신설.

08.05 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 회 창설.

08.18 조선체육회, 집행부의 위원제를 회장, 이사제로 환원.

제9 회장으로 윤치호 선출. 단체 회원제도 실시(경성 시내 12개 학

교 단체 회원으로 가입).

10.31 고려육상경기회 창립.

1929. 05.07 조선체육회사무실YMCA서시내종로1가한경선양화점으로이전.

06.13~15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 전조선경기 회 개최.

1930년

1930. 04 경인단축마라톤 창설.

제8회 조선여자올림픽 회, 육상 2부제(여고∙고녀부) 통합.

1931. 05.27~30 전조선 중등학교 농구선수권 회 개최.

외국인 심판 첫 등장(미국인 YMCA 간사 B.P. 밴하트).

06.22 중앙체육연구소, 조선체육연구회로 새로 발족.

12.2~5 처음으로 운동장 경호를 소년군(단)이 담당, 부녀자로 편성된 구호반

운 .

고려육상경기회가 경 (서울~ 등포) 왕복 마라톤 회 창설(10년간

계속).

마라톤 회의 효시‘동아국제마라톤 회’, 동아일보에서 창설.

1932. 07.30~8.14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회에 한민족 최초로 김은배∙권태하

(이상 마라톤)∙황을수(권투) 등 일본 표로서 참가.

김은배 2시간 37분 38초 6위

권태하 2시간 42분 59초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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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꾼이나 배달원은‘항시 각력을 사용하는 직업 종사자’라 하여

참가 불허.

07.01 조선체육회 정기총회, 집행부의 회장∙이사제를 위원장∙위원제로

하고 제4 위원장에 박창하 선출. 체육회 사무실을 계명구락부에서

공평동 10번지(지금의 국민은행 종로지점 터)로 이전.

09. 여자학교 항의 시초인‘제3회 조선여자올림픽 회’에 제2부인 여

고부를 신설.

10.15 우리나라최초의체육전문월간지〈조선체육계〉(조선체육계사) 창간.

11.08 전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 회 트랙경기 야드제를 미터제로 개정.

11.13 조선체육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5 위원장에 이동식 선출.

조선신문사(일본인계), 육상경기 종목만으로 된‘조선여자올림픽’

창설, 우리 선수는 참가 불허.

1925. 05.16 제1회 전조선 중등 이상 학교 항 인천~경성 장거리 릴레이 경주

개최(조선일보 주최).

05. 제7회 극동육상경기선수권 회(필리핀 마닐라)에 참가.

06.25~26 제2회 전조선육상경기 회에서 축하 비행과 화포 발사.

‘각력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참가 제한.

07.04 조선체육회 제7 위원장 신흥우 당선.

체육회 사무실을 YMCA회관으로 이전.

10.15 경성운종장(옛 동 문운동장) 개장.

10.15~16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제1회 조선신궁경기 회와 같은 기간에 제6회

전조선야구 회를 개최(항일 의지를 표시).

10.16~17 국내 최초의 종합경기‘조선신궁경기 회’를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개최(1942년 18회까지 계속).

1926. 06.17 조선체육회, 제3회 전조선육상경기 회 중지.

08.10 조선체육회 위원장에 신흥우 유임.

09.24 평양 공설운동장 개장(공사비 3만 원).

1927. 04.10 평강체육회(강원도체육회 전신)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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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회에 손기정∙남승룡∙금용식∙장이진∙염단

현∙이규환 등 일본 표로 참가.

08.10 손기정,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 2로 올림픽 회 신기록 우승,

남승룡(2시간 31분 42초 0) 3위 입상.

09.06 전조선종합경기 회에 탁구 권투 수정 등 3종목 추가(12개 종목).

09.13 경기육상연맹 (일인계)서 경기도 육상선수권 회 창설.

1937. 06.20 경기도 내 남자 중학 학년별 육상경기 회 창설.

07.03 조선체육회 제10 회장에 유억겸 피선.

08.01~ 제4회 전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 회 1부(18세 이상), 2부(18세 미

만)로 구분 실시.

09.04~ 전조선종합경기 회 개최.

경기도 내 여자 중등학년별육상경기 회 창설.

1938. 05.07 조선체육회, 마지막 총회가 된 정기총회(19차) 개최.

07.04 조선체육회, 일제의 압력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본계 조선

체육협회와 합작(흡수)을 결의.

07.05 각종, 각급 체육단체 자진 해체 또는 일본인 단체에 합류.

07. 조선체육회, 일본의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

선체육협회로 통합.

09.04 조선육상경기협회주최제4회전조선육상경기선수권에여자부신설.

1940년

1940. 06.30 전조선여자올림픽 회일반부폐지, 중학부는학년별로경기개최.

10. 조선육상협회주최 전조선육상경기선수권 개최.

1941. 04.21 3회를 개최하고 신문 폐간으로 중지된 조선일보 주최 제4회 전조선

도시 항 축구 회 매일신보사가 승계해 회 개최.

06.29 ‘올림픽’이란 외국어 사용 금지, 조선여자올림픽 회를‘조선여자종

합체육 회로 개칭, 최종 회(19회) 개최.

07.19 도쿄 유학생, 육상경기∙축구∙농구∙자전거∙권투 등 6종목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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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제5회 조선 중등육상선수권 회 개최.

09.15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회 마라톤에 6위 입상한 김은배, 마라톤 강연

회 개최.

양정고보 전일본 중등학교 마라톤 회에서 우승.

1933. 02.05 일본인계 조선체육협회가 체육의 반관제화로 산하에 각 경기별 연맹

및 각도 지부를 조직. 각 경기 연맹도 각 도에 지부를 설치. 따라서

협회는 조선신궁 회만 주최, 각 경기별 선수권 회 등 경기 회 주

최는 각 경기연맹으로 이관.

04. 우리말로최초의스포츠중계방송(일본전수 내한권투경기실황).

10.27 조선신궁경기 회에 빙상경기를 신설.

10. 손기정∙남승룡, 제9회조선신궁경기마라톤에서세계최고기록수립.

10. 메이지신궁경기 회 제7회 회부터 우리 선수도 참가.

체육회‘풀코스 마라톤’창설.

1934. 03.05 전조선에육상경기연맹서 경인역전경기 창설.

04.15 고려육상경기회 정기총회에서‘협회’로 개칭 결정.

04.30 고려육상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경성육상협회 창립.

06. 조선학생육상연맹 조선학생 육상경기 회(전문학교참가) 창설.

07.01 경기도 여자중학 항육상 회 창설.

07.07 사상 최초의 노동육상경기 회 창설.

08.1~2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 중지된 경성상고 주최의 중등학교 육상을 승

계,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 회 창설.

10. 손기정 제8회 메이지신궁경기 회 마라톤에서 2시간 26분 42초로

세계최고기록 수립.

11.2~5 조선체육회 창립 15년 기념해 5년 만에 부활한 제15회 전조선종합경

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축구∙정구∙야구∙농구∙육상 5종목).

1935. 03.31 손기정, 도쿄 올림픽 회 마라톤 예선에서 세계신기록 수립.

09.29 일본인계 조선육상협회, 전조선육상선수권 회 창설.

1936. 07. 조선학생체육연맹 조직(14개 경기별 학생 연맹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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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단축 마라톤 회 창설.

강원도 체육회 조직.

KOC(조선올림픽위원회) 발족.

1947. 03. 조선육상경기연맹 제2 정환범 회장 취임.

04.17 서윤복, 제51회 보스턴마라톤 회 2시간 25분 39초로 우승.

11.08 유억겸 조선체육회장 사망.

11.18 서울시내 학 체육담당교수∙학생 표, 학 간 경기에 불상사 방지

책 논의.

1948. 01.20 보성전문과 고려 학 출신 체육인들 고우체육회 발족.

02.06 정환범, 조선육상경기연맹회장∙제13 조선체육회장에 피선.

04.18 보스턴 마라톤 우승 기념 단축 마라톤 창설.

09.04 한체육회회장(14 )에신익희취임, KOC 위원장(3 ) 겸임취임.

1949. 01. 남체육회, 경북체육회로 개칭.

02.12 경희 학교, 신흥초급 학 체육과로 설립.

03. 한체육회, 해외 원정선수∙임원 엄격히 심사 결정(해외파견 선수

심사 규정 제정).

03. 한육상경기연맹 제3 정일형 회장 취임.

04. 보스턴마라톤 회 임원 파견 문제로 한육상경기연맹 내분 발생해

한체육회 전 간부 경질(선수단 파견 못함).

12.31 교육법 제정 공포.

1950년

1950. 02. 한체육회, 일본 지부 설치.

04.19 제54회 보스턴마라톤 회에서 함기용∙송길윤∙최윤칠, 각각 1, 2,

3위에 입상.

06.10 경기도체육회 창립.

10.27~31 수복된 전남 광주에서 한국전쟁 뒤 첫 종합경기 제32회 전국체육

회 개최. 15개 종목에 2239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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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모국 방문.

1942. 02.14 일본의 전시체제 정비라는 이유로 조선체육협회 해산, 조선체육진흥

회발족.

06. 조선학생체육연맹, 조선학생체육진흥회로 개편. 각종 구기 금지.

1943. 10. 조선학생체육진흥회, 태평양전쟁의 격화에 따라 자연 해체.

1945. 09.23 조선육상경기연맹 창립, 초 회장 김승식 취임.

10.27~31 광복 후 최초의 전국체육 회인 자유해방경축전국종합경기 회(제

26회로 기산) 서울에서 개최. 4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경기, 축

구, 농구, 야구, 배구, 정구, 럭비, 자전거, 탁구, 승마등10종목경기.

11.26 조선체육동지회 조직(위원장 이상백). 조선체육회재건총회로 해방

후 평위원회(1회), 중앙기독회관(YMCA)서 개최, 헌장제정 임원 선

정, 회장(11 )에여운형 취임.

12.22 경남체육협회 창립.

한국 최초로 이화여 에 체육학과 설치. 1963년 체육 학으로 승격.

체육학과 무용과 건강교육과 등 설치.

1946. 02.01 조선학생육상경기 연맹조직.

02. 충청남도체육회 창립.

02. 체육 전문 월간지〈조선 스포츠〉창간.

03.10 전국 중등학교 항 서울~수원 간 역전경기 회 창설.

03. 충청북도체육협회, 충청북도체육회로 개칭.

04.01 경남체육협회, 경남체육회로 개칭.

06. 제1회 전국 학∙전문학교 항 육상경기 회 개최(학생육상연맹 주

최).

07. 조선체육회, 올림픽 책위원회 설치, IOC가입 위한 준비 착수.

08.15 전남체육회 창립.

09. 전국남여육상경기선수권 회 개최.

10.16~20 제27회 전국체육 회를 조선올림픽 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운동장

에서 개최. 육상경기 등 16종목 실시, 4950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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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05.05 애버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 IOC위원장 내한.

05.17 아시아재단 알선으로 육상경기 코치 해넬 내한.

06.13 이기붕, 제51차 IOC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IOC위

원(종신) 피선.

07.31 세계군인육상경기 회(아테네)에 참가.

서 주 멀리뛰기 6m 73 1위

송교식 해머던지기 48m 76 2위

10.15 성화, 사상 최초로 전국체육 회 경기장에 등장.

1956. 08.03 국제군인 회(베를린)에서 서 주(멀리뛰기) 7m 17로 2위

11.22~12.08 제16회 멜버른 올림픽 회 파견(7개 종목 57명 참가).

국제군인체육회 정식 가입(1966년 극동분회 회원국으로 피선).

1957. 04.8~05.06 보스턴마라톤 참가.

임종우 2시간 24분 55초 3위

한승철 2시간 28분 18초 5위

07.15 최초로 스포츠 연감인《체육 감》연합신문사에서 발행.

09.12 국민종합경기장 건설위원회 조직 발기인회.

10.13 최초의‘어머니 운동회’개최.

10.18 지방순회 첫 전국체육 회(38회∙부산)에서 국내 경기 초유의 참사.

입장하려는 인파에 밟혀 매스게임에 참가하려던 여학생 1명과 육상

경기 심판 가 넘어져 남학생 2명 압사.

10. 체육 전문 월간지〈체육문화〉발행.

11. 일본 아사히신문 마라톤 참가.

1958. 01.22~02.15 아시아경기 회 출전 표선수 강화 합숙훈련.

05.14~06.01 제3회 아시아경기 회(일본 도쿄) 13개 종목 156명 파견(금 8, 은 7,

동 12).

이창훈 마라톤 2시간 32분 55초 1위

서 주 멀리뛰기 7m 54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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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육회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남하 체육인’등록 실시.

1952. 04.27 한체육회 부산 정기총회 석상에서 조병옥 회장, 종합경기장∙수

장∙경마장 등 체육시설 건립 약속.

07.24 아시아경기연맹AGF 총회(2차)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맹.

07.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올림픽 회(15회 핀란드 헬싱키 회)에 41명

선수단 파견.

07.19~08.03 제15회헬싱키올림픽 회에서마라톤최윤칠2시간26분26초로4위.

09.27 올림픽 회 표단 인선 문제의 분규로 한체육회 임원 총사퇴, 임

시평의회개최이기붕회장(17 ) 선출, KOC 위원장(6 ) 겸임취임.

10.18~24 서울 수복 후 첫 전국체육 회 서울서 개최. 재일교포 선수단 처음

참가.

1953. 09.13 한체육회 임시평의원회, 사단법인으로 정관 개정안 통과.

1954. 03.16 한체육회, 사단법인체로 새 출발(문교부 장관 허가).

04. 제6 이동근 회장 취임.

04.18 경 (서울~ 등포) 단축마라톤 부활.

05.01~09 처음으로 제2회 마닐라(필리핀) 아시아경기 회에 6개 종목 81명 참

가(금8, 은6, 동5).

최윤칠 1500m 3분 56 초 2 1위

최충식 10000m33분 06초 1위

최 기 세단뛰기 14m 71 3위

송교식 해머던지기 49m 80 3위

10.05 삼군사관학교 체육 회 창설, 첫 회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 미군으로부터 서울운동장 완전 인수.

미국의 세계적 장 높이뛰기 선수 로버트 리처드 전국체육 회에서

시범경기.

일본 아사히국제마라톤(아사히신문사 주최)에 첫 참가.

제7 윤치 회장 취임.

1955. 04.07 한체육회 사무실, 서울 태평로 2가10(현 플라자 호텔 자리) 2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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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18 제10회 동계올림픽 회(프랑스의 그레노블) 2개 종목 15명 파견.

북한, IOC총회(67차)의 호칭 결의(N. KOREA)에 불만 품고 선수단

철수.

02.27 박정희 통령 지시(1966.01)로 통합한 새 한체육회 정관( 한체

육회∙KOC∙ 한학교체육회) 확정.

02.29 통합된 한체육회, 민관식 회장 선출(KOC위원장 겸임).

03.07 한체육회 내 스포츠과학위원회 설립.

1969. 01.25 한국체육인동우회 창립.

04.30 한체육회서‘체육인 헌장’제정 발표.

05.10 태릉선수촌에 코치아카데미 개설.

10.28~11.02 제50회 전국체육 회 전국일주 성화계주 시도.

마라톤에서‘마의 19분 ’3년 만에 돌파(2시간 18분 18초).

12. 제2회 홍콩 마라톤에서 김차환 우승.

1970년

1970. 03.03 국민체육기본시책 심의할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

03.23 태릉선수촌, 국제수 장 개장.

07.13 한체육회 창립 50주년( 한체육회 50년), 체육회사 발간.

08.26~09.06 1970년 유니버시아드 회(이탈리아, 토리노) 4개 종목 41명 파견.

12.09~20 제6회 방콕 아시아경기 회 11개 종목, 172명 파견(금 18, 은 13, 동

23).

백옥자 포환던지기 14m 57 1위

박수권 창던지기 67m 98 2위

박봉근 1만m 31분 43초 3위

강명광 마라톤 2시간 26분 47초 8 3위

홍상표 장 높이뛰기 4m 30 3위

백옥자 원반던지기 44m 02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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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5000m 14분 41초 8 2위

심상옥 800m 1분 52초 3 3위

심상옥 1500m 3분 59초 1 3위

1960년

1963. 03.18 정부, 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

04.29 한체육회 임시총회에서 이효부 회장, 제21 회장에 피선, 국군, 학

도, 사회체육위원회 두기로 결정.

05.15 남북한 올림픽 회 단일팀 구성 문제 홍콩서 1차 회담, 결렬.

06.07 체육회 건물(현 플라자호텔 부근 소재, 당시 관재청사) 불하.

07.26 남북한 올림픽 회 단일팀 구성 문제 2차 회담, 결렬.

09. 손기정 제10 한육상경기연맹 회장 취임.

1964. 11.26 한민국 체육상 시상 규정 공포.

11. 태릉선수촌, 실내 체육관 건립.

12.09~20 제5회 아시아경기 회(태국 방콕) 14개 종목 233명 파견(금12, 은18

동21).

한명희 400m 57초 5 2위

이상훈 마라톤 2시간 40분 56초 2위

홍상표 장 높이뛰기 4m 40 3위

한동시 원반던지기 41m 08 3위

12.15 KOC, 고 이상백(전 KOC 위원장∙IOC 위원) 기념상‘상백배’제정

을 AGF에 제안.

12. 아시아경기 회(1970년) 서울 유치.

1967. 05.03 장기 , 제66차 IOC총회(이란 테헤란)서 IOC 위원에 피선.

08.24 FISU 총회(일본 도쿄)서 FISU 회원국으로 가입.

08.27~09.04 1967년 유니버시아드 회(일본 도쿄) 8개 종목 111명 파견(금 1, 은

1, 동 1).

1968. 01. 한육상경기연맹 제12 민관식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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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자 원반던지기 44m 52 3위

1974. 09.01~16 제7회 아시아경기 회(이란, 테헤란) 15개 종목 231명 파견(금 16,

은 26, 동 15).

백옥자 포환던지기 16m 28 1위

박석관 1500m 3분 52초 3위

09.25 한체육회, 문교부에 국제 회 입상 가능자의 병역 면제 추천.

11.01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문교부서 체육회로 이관.

12.24 한체육회, 올림픽 회∙세계선수권 회∙아시아경기 회 메달리

스트 종신연금 계획 확정(1971년 1월부터 지급).

1975. 04.22 장기 IOC위원, 일본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IOC 복귀문제에

원칙 준수를 촉구.

05.31~06.03 제4회 전국스포츠소년 회를 전국소년체육 회로 개칭(부산∙7583

명 참가).

06.09~14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서울) 개최.

김경숙 400m 56초 24 1위

우선숙 400m 허들 1분 02초 89 1위

백옥자 포환던지기 16m 39 1위

백옥자 원반던지기 47m 74 1위

구본칠 400m 47초 29 2위

권남순 3000m 9분 48초 8 2위

여자 표A 4×100m 릴레이 48초 13 2위

여자 표 4×400m 릴레이 3분53초 1로 2위

홍상표 장 높이뛰기 4m 20 3위

이평송 멀리뛰기 7m 47 3위

이복순 창던지기 49m 48 3위

여자 표B 4×100m 릴레이 48초 28 3위

1977. 03. 한육상경기연맹 제16 부완혁 회장 취임.

04.11 장기 IOC 위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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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 창던지기 43m 70 3위

1971. 01. 제13 김현옥 회장 취임.

02.20 태릉선수촌에 국제스케이트장 개장.

07.05 제23 한체육회 회장에 김용우 취임.

07. 한육상경기연맹 제14 정상희 회장 취임.

10.08~13 제52회 전국체육 회(서울∙1만 6507명 참가).

11.20 제24 한체육회 회장에 김택수 취임.

1972. 06. 한육상경기연맹 제15 이주훈 회장 취임.

06.07 한체육회, 미국지부 설치.

06.16~19 스포츠소년단 창단 겸 전국스포츠소년 회(1회) 서울 개최, 19개 종

목 6650명 참가.

07.03 한체육회, 서독지부 설립.

09.08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위한 공동성명을 뮌헨 올림픽 회 기간 중

KOC 김택수 위원장과 북한 오현주 위원장 명의로 발표.

11.30 국내최초로태권도상설체육관‘국기원’서울강남구역삼동에건립.

1973. 03.03 체능 특기자에 해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는‘병역의무의 특례규

제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04.16 제77회 보스턴마라톤 회(김차환 34위).

05.11 아시아 친선육상경기 회 창설, 서울에서 개최, 7개국 참가.

06.01~04 제2회 소년체육 회( 전), 7240명 참가.

10.12~17 제54회 전국체육 회(부산), 1만2837명 참가.

11.18~11.23 제1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 회(마닐라) 개최.

조재형 마라톤 2시간 27분 30초 2 1위

백옥자 포환던지기 15m 05 1위

박창열 마라톤 2시간 33분 44초 6 2위

홍상표 장 높이뛰기 4m 36 2위

길정섭 해머던지기 49m 20 2위

박상수 높이뛰기 2m 05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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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한체육회 제26 회장 조상호 선임.

07.19~08.03 북한, 서방 제국 및 중국이 불참한 반도막 올림픽 회(22회, 모스크

바)에 101명 선수단 파견.

09. 한육상경기연맹 제18 장익룡 회장 취임.

10.08~13 제61회 전국체육 회(전주, 군산, 이리∙1만3047명 참가).

11.04~11 제30회 국제군인육상 회(상파울루) 개최.

박원근 마라톤 2시간 22분 20초 3위

1981. 05.29~06.01 제10회 전국소년체육 회.

06.02~09 제4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도쿄).

김순화 800m 2분 10초 41 3위

김순화 1500m 4분 30초 81 3위

박원근 5000m 13분 57초 33 3위

남자 표 400mR 40초 56 3위

07.19~30 198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7개 종목,

70명파견(은 1, 동 4).

08.15~16 우리나라최초의국제육상경기 회인1981년도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

상경기 회, 서울운동장서개최. 12개국, 218명참가(금9, 은19, 동12).

10.10~15 제62회 전국체육 회(서울∙1만5429명 참가).

11.02 서울올림픽 회조직위원회SLOOC：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발족.

11.26~27 AGFAsian Games Federation, 1986년 아시아경기 회 개최지를 서

울로 결정.

1982. 03.20 체육부 발족, 초 장관에 노태우 취임.

03.29 사상 최초로 프로야구 도입.

05.19~23 제11회 전국소년체육 회.

08.11 체육부, 1986년 아시아경기, 1988년 올림픽 회 종합계획 확정,

6066억 원을 투입 결정.

09.06 한체육회, 스페인지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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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4 제6회 전국소년체육 회(서울∙6627명 참가).

06.16 김택수 체육회장 IOC위원 피선(79차 IOC총회).

08.17~28 1977년유니버시아드 회(불가리아소피아) 2개종목, 24명파견(동1).

10.10~15 제58회 전국체육 회(광주∙1만 2146명 참가).

12.20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과 실내수 장 기공.

1978. 04.01 한체육회, ‘국민체조’를 전국학교와 직장, 지역에 보급.

04.23 제7회 전국소년체육 회( 구∙6538명 참가).

08. 한육상경기연맹 제17 이인근 회장 취임.

09.09 문교부, 과열스카우트 방지책의 하나로 중∙고교 선수 타도에서 전

입∙편입 금지 결정.

10.12~17 제59회 전국체육 회(인천∙1만 2371명 참가).

12.09~20 제8회 아시아경기 회(태국, 방콕) 17개 종목 267명 파견(금 18, 은

20, 동 31).

이은자 200m 24초 99 2위

서말구 100m 10초 66 3위

1979. 05.31~06.03 제3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도쿄).

정봉순 400m 54초 53 1위

정봉순 800m 2분 06초 1 1위

서말구 100m 10초 75 2위

오명희 100m 24초 49 2위

09.02~13 1979년유니버시아드 회(멕시코시티) 5개종목, 60명파견(금1, 동1).

10.26 박정희 통령 서거로 전 종목 경기 회 중지.

1980년

1980. 01.29 KOC, 소련의 올림픽 회 초청 접수.

02.01 한국 학육상경기연맹 창립.

04.15 문교부, 1986년 아시안게임(10회)의 서울 유치를 최종 결정.

06.10~13 제9회 전국소년체육 회(춘천, 원주∙6878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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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 동 7).

김종일 멀리뛰기 7m 86 8위

07.28 중국 50년 만에 올림픽 회 출전.

08.31 한체육회, 홍콩 지부 설치.

09.30 5800명이 참가한 서울국제마라톤 회에서 선도차 실수로 코스가 뒤

바뀌는 사건 발생.

10.02 노태우 서울 올림픽 회조직위원장, 제28 한체육회장 취임.

10.11~10.16 제65회 전국체육 회( 구∙1만8409명 참가).

1985. 01. 한육상경기연맹 제19 박정기 회장 취임.

05.01 한체육회 제29 회장에 김종하 취임.

05.22~26 제14회 전국소년체육 회(포항, 경주∙1만1556명 참가).

08.24~09.04 1985년 유니버시아드 회(일본, 고베) 11개 종목, 144명 파견(금 3,

동 5).

장재근 200m 20초78 3위

09.14~15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 육상경기 회 개최, 세계 육상스타

칼 루이스 등 세계적 선수 참가.

09.25~29 제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자카르타) 참가.

장재근 200m 20초 41 1위

이상근 1만m 30분 10초 05 2위

박 준 세단뛰기 16m 35 2위

김순윤 창던지기 76m 22 2위

장재근 100m 10초 35 3위

류태경 800m 1분 48초 18 3위

이상근 5000m 14분 23초 02 3위

박경덕 (?)1만m 30분 48초 46 3위

김미숙 멀리뛰기 6m 25 3위

한연숙 포환던지기 14m 12 3위

1986. 09.20~10.05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 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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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9 제63회 전국체육 회(마산, 진주, 진해, 창원∙1만 6418명 참가).

11.19~12.04 제9회 아시아경기 회(인도 뉴델리) 20개 종목, 406명 파견 (금 28,

은 28, 동 37).

장재근 200m 20초 89 1위

김양곤 마라톤 2시간 22분 21초 1위

김종일 멀리뛰기 7m 94 1위

장재근 100m 10초 72 2위

김복주 800m 1분 47초 55 2위

양은 창던지기 73m 62 2위

박원근 1만m 29분 38초 17 3위

모명희 100m 11초 99 3위

모명희 200m 24초 49 3위

여자 표 4×100m릴레이 46초 27 3위

1983. 10.06~11 제64회 전국체육 회(인천∙1만7543명 참가).

11~09 제5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쿠웨이트) 개최.

박경덕 1만m 30분 04초 89 2위

전하경 원반던지기 47m 20 2위

장재근 200m 21초 70  3위

박경덕 5000m 14분 25초 85 3위

신이식 높이뛰기 2m 06 3위

박 준 세단뛰기 15m 80 3위

남자 표 400m릴레이 40초 60 3위

모명희 200m 24초 72 3위

김순화 3000m 9분 47초 19 3위

김희선 높이뛰기 1m 81 3위

우현선 포환던지기 14m 12 3위

1984. 06 제13회 전국소년체육 회(제주∙1만 455명 참가).

07.28~08.12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회(미국) 18개 종목 288명 파견(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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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2시간 12분 21초 1위

허의구 2시간 12분 23초 2위

김원탁 2시간 12분 26초 3위

김재룡 2시간 13분 35초 4위

송재필 2시간 13분 41초 5위

04.11 제2회 월드컵마라톤 회(서울)에서 한국신기록(여자) 수립.

김미경 2시간 32분 40초 1위

박은주 2시간 37분 06초 2위

04.18 김희선, 제1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 높이뛰기에서 1m 90

으로 한국신기록 수립.

06.17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가 부상

으로 받은 고 그리스 투구 독립기념관에 기증.

07.14 제6 체육부장관에 조상호 취임.

07.22~26 제7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싱가포르) 참가.

박 준 세단뛰기 16m 37 1위

김원진 멀리뛰기 8m 1위

최세범 800m 2분 05초 11 1위

류태경 800m 1분 48초 2위

조현욱 높이뛰기 2m 22 2위

정필화 20km 경보 1시간 37분 49초 2위

노혜순 1500m 4분 23초 52 2위

김희선 높이뛰기 1m 90 2위

최미선 포환던지기 13m 88 2위

정혜 원반던지기 44m 24 2위

이상근 1만m 30분 06초 79 3위

김현화 3000m 장애물 9분 08초 76 3위

임춘애 800m 2분 05초 39 3위

박현주 1만m 경보 53분 56초 86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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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근 200m 20초 71 1위

김복주 800m 1분 49초 15 1위

김종일 멀리뛰기 7m 94 1위

류태경 800m 1분 49초 89 2위

류태경 1500m 3분 44초 51 2위

김종윤 5000m 13분 50초 63 1위

김종윤 1만m 28분 30초 54 2위

박 준 세단뛰기 15m 97 2위

김재상 창던지기 74m 44 2위

류재성 마라톤 2시간 16분 55초 3위

김진태 100m 허들 14초 37 3위

이재복 장 높이뛰기 5m 3위

박종삼 창던지기 74m 12 3위

박 준 10종 경기 7163점 3위

성낙군∙장재근∙김종일∙심덕섭 4×100m 릴레이 39초 66 3위

임춘애 800m 2분 05초 72 1위

임춘애 1500m 4분 21초 38 1위

김월자 1500m 4분 23초 47 3위

임춘애 3000m 9분 11초 92 1위

박미선 200m 23초 80 3위

김희선 높이뛰기 1m 89 3위

이상역 원반던지기 50m 26 3위

장선희 창던지기 52m 78 3위

지정미 7종 경기 5067점 3위

윤미경, 안신 , 박미선, 이 숙 4×100m 릴레이 45초 59 3위

10.15 태릉훈련원에 선수회관 준공.

12.22 태릉훈련원에 어학연수원 개설.

1987. 03.15 제58회 동아마라톤 회에서 5명이 무더기로 한국신기록(남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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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으로 변경.

제1회세계한민족체육 회(서울, 경기∙17종목50개국1326명참가).

10.02 KOC는 태릉훈련원 선수회관 앞에 서울올림픽 승 기념비 제막.

11.15~19 제8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인도 뉴델리) 참가.

황홍철 400m 허들 50초 29 1위

조현욱 높이뛰기 2m 17 1위

김희선 높이뛰기 1m 87 2위

김원진 멀리뛰기 7m 83 3위

11.29 한체육회, 23년간의 무교동 시 마감하고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회관으로 이전.

1990년

1990. 01.11 경기단체협의회 창립(초 위원장 이달순).

03.18 동아마라톤 회에서 김완기가 2시간 11분 34초로 한국신기록 수립.

진수선 2시간 15분 26초 3위

03.19 제8 정동성 체육부장관 취임.

04.13 태릉훈련원을 선수촌으로 명칭 환원.

05.29~06.09 전국소년체육 회(시∙도 단위별 회로 개최).

06.17 올림픽의날기념달리기 회(잠실주경기장-올림픽공원평화의문).

07.13 한체육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올림픽회관).

09.22 제11회 아시아경기 회(중국 베이징∙27개 종목, 37개국, 6122명)

한국 28개 종목, 674명 참가(금 54, 은 54, 동 73으로 종합 2위).

김봉유 800m 1분 49초 48 1위

김원탁 마라톤 2시간 12분 56초 1위

류태경 800m 1분 50초 2위

김봉유 1500m 3분 45초 04 2위

김재룡 1만m 28분 49초 61 2위

황홍철 400m허들 50초 24 2위

국내 연보 795

10.02. 이재복, 백승도, 한국육상그랑프리 남자 장 높이뛰기와 5000m에

서 5m 20, 13분 50초 35로 한국신기록 수립.

1988. 03.13 제1회 아시아 남자마라톤선수권 회(일본 오쓰).

김창근 2시간 26분 56초 2위

06.19 IOC후원 KOC 주최 88기념 달리기 회(잠실주경기장-평화의문).

07.27~31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 회(캐나다 셔드베리).

박재홍 높이뛰기 2m 22 3위

09.01 88서울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

단장 김집, 임원 167명, 선수 477명

서울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공개.

09.2.3 제24회 서울 올림픽 회 개최.

김희선 높이뛰기 1m 90 8위

12.05 제7 체육부장관 김집 취임.

1989. 02.18 제20 KOC위원장 및 제30 한체육회 김종열 회장 취임.

04.03 SLOOC해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자산 이관.

04.20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발족.

05.09~30 전국소년체육 회 시∙도 단위별 회 방식으로 변경 개최.

06.08 올림픽의 날 기념달리기 회(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코스).

06.28 서울 올림픽 회 기네스북(참가국 수, 선수 수, 2개 분야 세계기록)

등재.

07.14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설립.

07.23 전국 체육지도자 강습회(진해 훈련분원)에서 개강.

08.16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도핑 컨트롤센타를 IOC가 스포츠약물통제

시험소로 지정.

08.22~30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서독 뒤스부르크) 개최.

김연구 마라톤 2시간 40분 52초 3위

09.26 제70회 전국체육 회(경기도∙34개 종목, 2만 447명) 입장상 폐지.

종목별 종합시상식 운 (해당 시∙도, 노래반주) 질서상을 모범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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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02.02 제41회 벳푸-오이타 마라톤 회.

황 조 2시간 08분 47초 2위

06.13 제21회 전국소년체육 회( 구, 광주, 경기, 전북∙26개 종목, 1만

2855명) 분산 개최.

06.21 92올림픽의 날 기념 달리기 회(잠실 주경기장~올림픽공원 평화.

의 문)

07.25~08.09 제25회 올림픽 회(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국 23개 종목, 9344명 파

견(금 12, 은 5, 동 12).

황 조 마라톤 2시간 13분 23초 1위

09.14 올림픽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09.15~20 제4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 회(서울) 개최.

이진일 800m 1분 46초 34 2위

10.04 제3회 아시아 남녀마라톤선수권 회(인도네시아 반둥시) 개최.

유 훈 마라톤 2시간 23분 27초 3위

10.10 제73회 전국체육 회( 구∙35개 종목, 2만2210명).

12. 제30회 한민국체육상 시상.

경기∙황 조(육상), 지도∙정봉수(육상감독)

1993. 02.23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개칭.

02.26. 제21 KOC 위원장 겸 제31 한체육회 김운용 회장 취임.

03.06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취임.

04.19 93보스턴마라톤 회.

김재룡 2시간 09분 43초 2위

05.09 제1회 동아시아경기 회(중국 상하이) 한국 13개 종목, 266명 파견

(금 23, 은 28, 동 40).

05.13~16 제1회 동아시아 회(중국 상하이).

진선국 100m 10초 23 1위

이진일 800m 1분 47초 13 1위

김순형 1500m 3분 56초 17 1위

국내 연보 797

김희선 높이뛰기 1m 90 2위

김기훈 창던지기 75m 86 2위

조현욱 높이뛰기 2m 15 3위

김철균 장 높이뛰기 5m 40 3위

류재균 세단뛰기 16m 32 3위

이 숙 100m 12초 10 3위

이미옥 마라톤 2시간 36분 31초 3위

10.15 제71회 전국체육 회(충북∙35개 종목, 2만1293명) 해외동포 별도

경기 실시.

12.27 체육부를체육청소년부로개칭, 제1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취임.

1991. 01.0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초 회장 최일홍).

05.29 제97차 IOC 총회( 국 버밍햄).

06.23 올림픽의 날 기념 달리기 회(잠실경기장~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07.14~25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 국 셰필드) 개최.

황 조 마라톤 2시간 12분 40초 1위

김연구 마라톤 2시간 37분 58초 2위

09.11~20 제2회 세계한민족축전(서울).

10.07 제72회 전국체육 회(전북∙35개 종목, 2만2068명).

10.16~24 제9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가.

이진일 800m 1분 51초 42 1위

황 조 1만m 29분 50초 37 1위

이진택 높이뛰기 2m 22 1위

이 선 창던지기 55m 06 2위

김봉유 1500m 3분 45초 01 2위

김재룡 1만m 30분 05초 48 3위

김기훈 창던지기 76m 32 3위

김선진 100m 허들 13초 77 3위

12.20 제2 이진삼 체육청소년부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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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포환던지기 16m 08 2위

백승도 1만m 30분 24초 02 3위

김철균 장 높이뛰기 5m20 3위

김태근 10종 경기 7397점 3위

1994. 03.20 동아국제마라톤, 12개국 96명 참가.

김완기 2시간 8분 34초(한국신기록) 2위

1위는 포르투칼의 마뉴엘 마티아스 2시간 8분 33초

04.29 히로시마 국제육상경기 회(일본).

이진택 높이뛰기 2m20 2위

10.09~16 제12회 아시아경기 회(일본 히로시마).

황 조 마라톤 2시간 11분 13초 1위

이진일 800m 1분 45초 72 1위

손주일∙이언학∙이진일∙김순형 1600m 릴레이 3분 10초 19 1위

손주일 400m 45초 87 2위

이진택 높이뛰기 2m 24 2위

이 선 창던지기 62m 30 2위

김용환 800m 1분 46초 69 3위

김재룡 마라톤 2시간 13분 12초 3위

김철균 장 높이뛰기 5m 40 3위

10.27 제75회 전국체육 회( 전) 개막.

12.24 문화체육부 주돈식 장관 취임.

1995. 03.19 동아국제마라톤 회에서 이봉주 2시간 10분 58초로 우승.

08.23~09.03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일본 후쿠오카) 한국 12개 종목, 204명 파견

(금 10, 은 7, 동 10).

김이용 마라톤 2시간 24분 43초 3위

이 선 창던지기 61m 62 3위

09.20~24 제11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김용환 800m 1분 49초 94 1위

국내 연보 799

김용환 800m 1분 48초 75 2위

이진택 높이뛰기 2m 26 2위

박민수 세단뛰기 16m 58 2위

이 선 창던지기 61m 44 2위

김봉유 1500m 3분 57초 46 3위

이승훈 포환던지기 17m 12 3위

김호겸 창던지기 69m 32 3위

이은희∙진선국∙김상도∙송기 4×100m릴레이 40초 37 3위

이명선 포환던지기 15m 99 3위

05.28 제22회 전국소년체육 회(서울, 경기∙26개 종목, 1만3397명) 종목

별 개회식 실시.

06.30 올림픽의 날 기념달리기 회(올림픽공원).

07.08~18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미국 버팔로) 한국 10개 종목, 134명 파견

(금 3, 은 4, 동 4).

이 선 창던지기 58m 62 1위

김완기 마라톤 2시간 15분 35초 2위

형재 마라톤 2시간 15분 53초 3위

08.18 제6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에 김운용 KOC 위원장 재선.

08.25~30 제1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 회(일본 후쿠시마 현), 한∙일 회

에서 중국이 참여해 3개국 회로 개최.

10.11~7(?) 제74회 전국체육 회(광주∙35개 종목, 2만2447명).

11.30~12.04 제10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필리핀 마닐라).

이진일 800m 1분 48초 24 1위

김순형 1500m 3분 38초 60 1위

이진택 높이뛰기 2m 24 1위

손주일 400m 46초 47 2위

김용환 800m 1분 49초 033(?) 2위

김효인 세단뛰기 12m 69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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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1세기 스포츠포럼 창립(초 회장 김창규 국민 교수).

03.29 동아마라톤 회(경주).

김이용(코오롱) 2시간 11분 14초 7위

05.22 태릉선수촌 세계최고의 훈련센터로 IOC에 의해 선정.

05.23 제27회 소년체전 창원, 마산 등 6개 도시에서 분산 개막.

06.25 국민체육진흥공단 새 이사장에 이연택 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사

무차장 (총무처, 노동부장관 역임) 취임.

06.30 고지 훈련장 태백분초 개촌.

07.09 문화관광부,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료

지원금 5억 원 추가 지원.

07.27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 회장에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전 국군체

육부 장).

09.14~17 IOC 집행위원회 개최(서울 하얏트호텔).

09.17 서울 올림픽 회 개최 10주년 기념행사(평화의 문 광장).

09.25 제79회 전국체육 회 제주에서 개막.

10.11 98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회에서 오성근(코오롱)이 2시간 18분 21

초로 우승, 여자부 1위는 오정희(코오롱).

12.06~20 제13회 아시아경기 회(태국 방콕) 33개 종목 41개국, 9545명 참가,

한국 33개 종목, 700명 파견(금 65, 은 46, 동 53).

1999. 01.20 《한국육상종합기록집》발간.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 최초‘ 레니엄 육상드림팀’구성.

여자 장 높이뛰기, 여자 해머던지기, 중학교 세단뛰기 등을 최초로

실시.

육상경기 종목 확 .

전국규모 회 4개 추가 : ‘양구 전국고교단축마라톤 회’‘평창 단

축마라톤 회’, 최초로‘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회’, ‘중앙하프마라

톤 회’등을 실시. 총 4개 회 신설.

06.10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해 오던 회 상장賞� 전산처리로 교체.

국내 연보 801

이진택 높이뛰기 2m 32 1위

손주일 400m 46초 03 2위

김철균 장 높이뛰기 5m 30 2위

박경희 원반던지기 48m 04 2위

이 선 창던지기 58m 68 2위

김순형 1500m 3분 45초 08 3위

10.02 제76회 전국체육 회(포항) 개막.

12.21 문화체육부 김 수 장관 취임.

1996. 04.23 한올림픽위원회(KOC) 창립 50주년기념식(올림픽회관).

05.11 IAAF 오사카 그랑프리.

이진택 높이뛰기 2m 30 1위

이 선 창던지기 60m30 3위

07.01 제26회애틀랜타올림픽 회출전한국 표선수결단식(세종문화회관).

10.07~13 제77회 전국체육 회(강원∙35개 종목, 2만556명).

12.01 후쿠오카 국제마라톤 회.

이봉주 2시간 10분 48초 1위

1997. 01 한육상경기연맹 제20 이 원 회장 취임.

02.26 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김운용, 한체육회장 겸 한올림픽위원

회(KOC) 위원장에 재선(임기 4년).

03.09 동아마라톤 회(경주). 

방선희 2시간 43분 40초 여자부 1위

남자부 1위 아벨 안톤(스페인)

08.19~31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이탈리아 시칠리).

이진택 높이뛰기 2m 32 1위

10.08~14 제78회 전국체육 회(경남∙36개 종목, 2만1671명).

10.26 97춘천국제마라톤 회에서남자부김이용이2시간9분1초로모제스

타수(케냐)에이어2위, 여자부는권은주가2시간26분12초로1위.

1998. 03.03 문화체육부 신낙균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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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정봉수 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별세.

06.28 제1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 회 개최.

10.11 전광판 운 시스템 천국체육 회에서 첫 도입.

2002. 06. 한육상연맹 공식 문명칭 KAAF에서 KAF로 변경.

10.07 부산 아시아경기 회 개최, 부산 아시아경기 회 남자 마라톤, 남자

높이뛰기.

여자 창던지기 회 2연패 달성.

11.15 손기정 선생 체육인 최초 국립묘지 안장.

2003. 04.06 92년부터 개최되던 서울국제여자역전경주 회 중단.

07.13 세계청소년 회 여자 창던지기 사상 최초 은메달 획득.

08.26 남자 110m허들 박태경, 트랙종목에서 18년 만에 메달 획득.

09.09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 인천 유치 성공.

09.22 해외 지도자 초청 훈련프로그램 다양화.

2004.04.23 남자 세단뛰기, 남자 800m 16년만에 올림픽 회 참가.

07.04 제1회 전국경보 회 겸 WALKING FESTIVAL 육상 단일 종목

회로는 국내 첫 회 개최.

07.18 김현섭 10km 경보, 세계주니어 회 경보 사상 최초 메달 획득.

08. 특별 포상금 파격 인상.

09.24 부산국제육상경기 회, 모리스 그린과 숀 크로퍼드 세기의 결 3만

관중 뜨거운 열기.

이연경, 16년 만에 여자 100m허들 13초 47 한국신기록 수립.

10.20 2011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구 유치 본격 추진.

2005. 01.28 제21 한육상경기연맹 신필열 회장 취임 및 집행부 출범.

08.31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 30년 만에 국내서 개최.

10. 전덕형 20년 만에 200m 역 2위 기록 수립.

이은정 트리플 크라운 달성 5000m, 10000m, 하프마라톤 등 세 종

목 한국 기록 수립.

2006. 03.07 남자 100m, 마라톤 한국신기록에 1억 원, 세계기록 10억 원 등 혁신

국내 연보 803

08.20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7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에서 포환던

지기 이명선이 세계 10위, 800m 김순형이 준결승에 진출.

09.20 1242명 참가 꿈나무 전국 회 최초 개최.

12 1987년 이후 12년 만에‘마라톤 상비군’재가동.

2000년

2000.01.19 경기관리시스템∙홈페이지 통합CD 제작∙배포.

02.13 이봉주, 2시간 07분 20초 마라톤 한국신기록 수립.

손기정 한육상연맹 고문,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A) ‘20세기 아

시아 육상인’선정.

03.02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내 육상 동호인회 사무실 개소.

04.04 국제 회 가능한 공인경기장 39개로 증가.

04.19 이명선, 여자 포환던지기 19m 36을 기록, 마의‘19m 벽’돌파.

05.05 제2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에서 여자 20km경보 경기 첫

실시.

06.09 사상 최초 멀리뛰기 거리측정기 도입.

08. 스포츠단체 최초 선수증 발급.

09.01 박정기 한육상경기연맹 명예회장, 아시아육상경기연맹 (AAAA) 종

신명예부회장선임.

09.22 시드니 올림픽 회에서 여자 경보 한국신기록 수립.

10.23 박재명 투척종목 최초,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 회 창던지기 동

메달 획득.

12. 한국신기록 200% 급증.

2001. 01 아마추어 단체 최초로 뉴 인센티브 기록향상 포상제도 도입.

03.13 김운용 제33 한체육회장 취임.

04.17 이봉주 51년 만에 보스턴마라톤 우승.

05.20 이 원 한육상경기연맹 회장 제3회 오사카 동아시아경기 회 한

국선수단장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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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2.13 제22 오동진 한육상경기연맹 회장 취임.

04. 2011년 세계선수권 회 비 외국인 국가 표코치 6명 거 입.

08.15 제12회 베를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참가.

임은지 여자 장 높이뛰기 사상 첫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참가.

12.10 제5회 홍콩 동아시아경기 회 참가 .

임은지 여자장 높이뛰기 4m 20  1위

여호수아 남자 200m  21초 27  2위

박정진 남자 800m 1분 50초 83  2위

김현섭 남자 경보 20km  3위

2010년

2010. 04.18 임정현 제94회 일본육상경기선수권 회 남자 경보 50km에서 3시

간 55분 56초로 한국신기록.

05.10 염고은 제39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 여고부 5000m 첫 참가에

서 15분 38초 60으로 한국신기록.

05.12 이연경 제39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 여자 100m 허들에서 13초

03으로 한국신기록 .

06.07 김국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회 남자 100m에서 10초 23로

31년 만에 한국신기록.

07.14 허연정 호쿠렌 디스턴스 챌린지 회 5차 레이스 여자 800m 결승에

서 2분 04초 78로 3위 23년 만에 한국신기록.

07.17 백승호 호쿠렌 디스턴스 챌린지 회 6차 레이스 남자 5000m에서

13분 42초 98로 한국신기록.

07.17 허연정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에서 끝난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

지 회 6차 레이스 여자 800m에서 2분 04초 41을 기록, 5차 레이스

에 이어 한국기록 단축.

9.20 허연정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열린 2010 슈퍼 트랙앤필

드 회 여자 800ｍ에서 2분 04초 12로 한국기록 수립. 

국내 연보 805

적인‘특별포상금 지급 방안’발표.

회 참가 신청서 우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로 전환.

04.13 여자 3000m 장애물 레이스 사상 처음 개최.

06.10 남자 5000m 지 준, 13분 49초 99로 19년 만에 한국기록 수립.

10. 전국체육 회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문호개방 동호인 마라톤

회 개최여자 장 높이뛰기∙해머던지기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여자종목 활성화.

11.29 구시 2011년 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유치 신청.

12.13 박재명 남자 창던지기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 획득.

2007. 03.27 2011 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유치성공.

04.28 종별육상경기선수권 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회 등 육상경기사상

최초 TV중계 경기.

06.02 제6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회에서 동호인 트랙 경기 회 사상 최

초 실시(5000m, 400m릴레이 등 2개 종목 1회).

06.04 육상경기발전준비위원회(위원장 황규훈) 발족.

08.05 마라톤 국가 표팀 케냐 엘도레트 고지 훈련 실시.

08.25 남자마라톤단체전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사상은메달최초획득.

09.18 세계 10위권 목표 경기력 향상 방안 수립발표.

10.21 각종 회 신설 및 개선.

동아경주국제마라톤 회 신설(경주).

11.19~25 부산-서울간 역전경주 회 남녀혼성팀 최초 참가.

11.28 특별포상금제도 발표.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목표 신개념의 2011년팀 출범.

2011년팀 실미도 해병훈련으로 정신무장.

2008. 06.04 이연경 여자 원반던지기 24년 만에 53m 22로 한국신기록 수립.

10.22 사상 첫 그랑프리 회 광주에서 개최.

11.2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육상 발전계획 RUN KOREA 2011’발표.

08. 베이징 올림픽 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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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김현섭 경남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 회 육상경

기 남자 일반부 20㎞ 경보에서 1시간 19분 36초로 한국기록 수립.

10.10 황인성 제91회 전국체육 회 육상경기 남자 일반부 포환던지기에서

는 18ｍ 86을 던져 한국기록 수립.

10.10 신사흰 제91회 전국체육 회 육상경기 여자고등부 3000ｍ 장애물

경기에서 10분 17초63으로 한국기록 수립.

10.23 전은회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체육 학 장거리육상 회

10000m에서 28분 23초 62로 24년 만에 한국기록 수립. 

10.25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 앞 도로에서 열린 육상경기 남자경보

50km 결승에 참가한 임정현 3시간 53분 24초로 한국기록 수립.

11.23 정순옥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 회 여자 멀리뛰기 결선에서 6ｍ

53을 뛰어, 역 아시아경기 회 도약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첫 한

국 여자 선수로 기록.

11.24 박태경 11월24일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 회 남자 허들 110ｍ에

서 13초 48의 기록으로 동메달과 함께 한국기록 수립.

11.25 이연경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회 여자 100ｍ 허들 결승에서

13초 23으로 우승, 한국 여자 트랙의 허들 사상 첫 아시아경기 회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11.27 지 준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회 남자 마라톤 결승에서 2시간

11분 11초의 기록으로 우승, 8년 만에 금메달 획득. 

11.27 한국은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6회 아시

아경기 회 육상경기 종목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트랙, 필드, 로드레이스 전 부문 금메달을 획득하며,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 회(금메달 7개, 은매달 5개, 동매달 13개)이후 최 성

과 수립.

2011

02.05 아이돌 스타가 참가하는 TV육상경기 회 개최.

806

05.16 육상경기 사상 최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 육상경기 응원 캠

페인 전개. 

05.22 4×100m 릴레이 표팀, 중국 저장성 자싱에서 열린 2011년 아시아

그랑프리육상 회에서 39초 19로 23년 만에 한국기록 수립. 

08.10 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선진화 평가에서 육상경기연맹이 최우수

단체로 선정.

08.27 국내 최초,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개막(이명박 통령, 이

건희 IOC위원 참석).

08.28 김현섭이 제13회 구 세계육상선수권 회 남자 경보 20㎞에서 6위

로 경보 사상 세계 회 첫 톱 10에 진입.

09.01 4×400m 릴레이 표팀, 제13회 구 세계육상선수권 회에서 3분

04초 05로 13년 만에 한국기록 작성.

09.03 박칠성 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50km경보에 참가해 3시간

47분 13초의 기록으로 한국기록을 수립하며 7위를 차지, 50km 경

보사상 최초 톱 10에 진입. 

09.04 역 최 규모인 202개국 1천 945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3회 세계

육상경기선수권 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폐막.

11.12 구시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성공 개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육상도시로 선정.

2012

04.24 김민 제1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 회 여 일반부 해머던지기에

서 53m 47로 한국기록 수립. 

04.28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회 처음으로 육상경기연맹 공식 회로 개

최.

06.09 시흥시청팀 전국육상경기선수권 회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3

분 42초 27로 한국기록 수립.

06.20 전 은 제40회 KBS배전국육상경기 회 여 일반부 1만m 경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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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1904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서 제3회 올림픽 회 개최. 7개국 1505명

참가. 이 회는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Louisiana

지방을 사들인‘100년제’를 1년 늦게 축하하는‘루이지애나 퍼처스

박람회’의 하나로 진행. 프랑스 선수가 메달의 태반을 획득.

1905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디

플로마Olympic Diploma제정. 이는 아마스포츠 보급에 공헌하고 올

림픽운동 추진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상.

1908 제4회 런던 올림픽 회 경기 규칙의 통일성 부족과 심판원 미숙으로

분쟁 연발. 특히 국 심판원과 미국 선수단의 마찰 극심.

1910년

1911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처음으로 남극 도달.

1912 제1회 동양 올림픽 회’(제2회부터 극동선수권경기 회로 개칭) 필

리핀 마닐라서 개최.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본부 사무실 스웨덴에 설립.

07.17 제1차IAAF 총회(스톡홀름) 개최. 국제육상경기연맹회원국총17개국.

1913 제2차 IAAF 총회(베를린) 개최. 최초의 헌장규정과 회원국 34개국

승인.

1914 최초의 IAAF 기술규칙 도입. 각 회원국에 비슷한 규칙 적용 요청.

남자 종목 53개(러닝, 허들, 릴레이, 경보 종목 30개, 필드 종목 12

개)의 세계기록표 발표, 여자 기록은 없음.

1918 최초의 지역연맹(남미지역연맹) 설립.

1920년

1920. 08.15 제7회 벨기에 앤트베르펜올림픽 개최. 29개국(한국 불참) 19개 종목

2668명 참가.

08.18 IOC 총회, 앤트베르펜에서 개최.

44분 32초 22로 한국기록 수립.

06.13 육상 이러닝(e-Learning)센터’국내 경기단체 최초로 완료, 보고회

개최.  

07.17 ‘신개념 유소년학교체육프로그램(IAAF Kid’s Program)‘을 도입.

08.11 박칠성 제30회 런던 올림픽 회 50km 경보에서 3시간 45분 55초

로 한국기록 수립. 

08.24 세종특별자치시 육상경기연맹 설립.

09.10  ‘신(新)육상인 선언’및 중장기 발전방안‘5 희망 프로젝트’공표. 

09.18 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선진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

10.16 경기도 전국체육 회 여 일반 4×400m 릴레이 결승에서 3분 41초

20로 한국기록 수립.

12.05 트랙∙필드 선수로 구성된 국가 표선수단 입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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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694명 참가.

11.01 일본‘라디오 체조’방송 시작.

국제 스포츠교육Internationales Buro fur Sportiche Padagogik 설립.

사무국장에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취임.

최초 안티 도핑 규정 승인.

1929. 04.08 제28차 IOC 총회,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1930년

1930. 05.22 제29차 IOC 총회,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05.24~31 제9회 극동선수권 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08.20~27 첫 유럽 체육회의 베를린에서 개최.

1931. 04.26 제30차 IOC 총회,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

1932. 07.28 제31차 IOC 총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07.30~08.14 제10회 올림픽 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38개국 16개 종목

1408명 참가(한국은 일본 선수단 소속으로 참가).

피에르 쿠베르탱 IOC 위원장, LA 올림픽 회 때“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Olympic Games is not to win but to take part.”는올림픽

격언공표. 이격언은패배자의변명에사용될수없음.

1933. 12.17 미국, 국내 프로풋볼(아메리칸 풋볼)리그 시카고에서 개최.

1차 세계 전 뒤 유니버시아드 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 22

개국 950명 참가.

1934. 유러피언위원회 설립(유러피언선수단 회 운 책임)

1935. 02.25 제34차 IOC 총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

03.22 독일, 세계 최초의 스포츠 TV 정기 방 베를린에서 시작.

05.20 브라질 올림픽위원회 창립.

12.07 미국 페어플레이위원회Committee of Fair Play in Sports 및 각국의

스포츠맨의 제창으로‘올림픽 이념 옹호위원회’결성.

국제 연보 811

09.12 국제 사회주의 노동자 스포츠연맹SASI 창설.

1921. 05.30~06.04 제5회 극동선수권 회,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개최.

06.02 제20차 IOC 총회,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06.02~07 올림픽콩그레스, ‘올림픽 헌장’을 주제로 로잔에서 개최.

11.28 미국 올림픽위원회 창립.

상하이 체육사범학교(2년제) 설립.

1922. 06.07 제21차 IOC 총회, 프랑스 파리서 개최.

10. 러시아공화국 최초의 마라톤 개최.

1923. 04.07 제22차 IOC 총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05.21~26 제6회 극동선수권 회,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1924. 06.25 제23차 IOC 총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07.05 국제스포츠의학 총회, 올림피아에서 개최.

07.05~13 제8회 올림픽 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44개국(한국 불참) 19개

종목에 3092명 참가.

10.30~11.03 제1회 일본 메이지신궁경기 회 개최.

IAAF 총회에서 암스테르담 올림픽 회 때 여자종목 5개(100m,

800m, 4×100m, 높이뛰기, 원반던지기) 포함하기로 결정.

1925. 04.18 전일본육상경기연맹 창립.

05.16~23 제7회 극동선수권 회,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05.26 제24차 IOC 총회,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

05.28 제3 IOC 위원장에 앙리 드 바이에 라투르 취임.

05.29~06.05 올림픽 총회‘올림픽 헌장’을 주제로 체코 프라하서 개최.

1926. 05.02 제25차 IOC 총회, 포르투칼 리스본서 개최.

1927. 04.22 제26차 IOC 총회, 모나코 모나코서 개최.

08.27~09.03 제8회 극동선수권 회, 중국 상하이서 개최.

1928. 05.26 일본, 첫 학생육상경기 회 개최.

07.24 제27차IOC 총회, 올림픽개최에앞서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서개최.

07.28~08.02 제9회 올림픽 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46개국(한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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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조선신궁 회 개최.

1944. 07.06 독일, 노동자 스포츠혁명으로 스포츠인들을 체포 또는 살해.

10. 독일, 모든 스포츠 경기 금지.

제13회 올림픽 회, 국 런던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

전으로 인해 중지.

미국-중국 항 육상경기 회 개최.

1945. 08.12 소련군, 북한 전역 장악.

09.30 독일, 베를린 샤르로텐 베르크에서 제2차 세계 전 뒤 최초의 육상

경기 스포츠제 개최.

10.01 프랑스, 제2차 세계 전 뒤 체육∙스포츠 행정의 첫걸음으로 문부성

(교육부)이 체육∙스포츠 지도자에 한 교서 발행.

12.17 독일에 진주한 연합군 관리위원회, 1946년 1월 1일까지 파시즘적 스

포츠연맹을 해체하라고 명령.

일본체육회, 가맹단체 조직으로 개편.

1946. 09.03 제40차 IOC 총회, 제2차 세계 전 뒤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서 개최

09.04 제4 IOC 위원장에 지그프리드 에드스트롬G. Sigfrid Edstrom취임

제2차 세계 전의 12개국 연합군이 참가한 연합국(군) 체육 회 미

국 주도로 개최.(1948년부터 가입 자격을 자유 우방국으로 하고‘국

제군인체육 회’로 개칭).

IAAF본부 사무실,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국 런던 이전.

1947. 06.07~08 독일, 제2회 스포츠회의에서 독일 올림픽위원회DOA 결성했으나

IOC의 거부로 해산.

06.19 제41차 IOC 총회, 스웨덴 스톡홀름서 개최.

11. 독일연방공화국의 공립체육단과 학인‘쾰른 체육 학’Sporthochs-

chule Koln, 서독의 국 점령지구 교육담당관과 독일의 세계적 체

육학자 칼 디엠Carl Diem의 노력으로 설립.

12.07 일본, ‘제1회 아사히 국제마라톤’창설. 1회 회는 구마모토서 개최

1948. 01.28 제42차 IOC 총회,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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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02.11 제35차 IOC 총회, 독일 가르미쉬 파르텐키르헨에서 개최.

07.19 각국의 반파시스트 체육인들이 독일 베를린올림픽 반 를 위해 스페

인 바로셀로나에서‘민중 올림피아드Volks Olympiade’개최를 계획

했으나 프랑코 정권에 의해 무산.

07.29 제36차 IOC 총회,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08.01~16 제11회 올림픽 회,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49개국 3956명 참가(한

국은 일본 선수단 소속으로 참가).

1937. 06.07 제37차 IOC 총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

09.02 근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 스위스 로잔에서 74세를 일기

로 사망.

유니버시아드경기 회, 프랑스 파리서 개최, 24개국 1100명 참가.

1938. 03.13 제38차 IOC 총회,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

1939. 04.15 일본, 주요 도시에 종합운동장 신설 결정.

05.16 일본, 민간 주도의‘메이지신궁체육 회’가 정부 주최로 이관됨에

따라‘메이지신궁국민체육 회’라 개칭. 이른바‘국방경기’를 채용

하고 복싱과 직업 씨름을 경기 종목에서 제외.

06.06 제39차 IOC 총회, 국 런던서 개최.

‘유니버시아드 회’모나코와 빈서 개최, 22개국 900명 참가.

1940년

1940. 09.07~08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3국 육상경기 회 핀란드 헬싱키서 개최.

제12회 올림픽 회(일본 도쿄), 전쟁으로 인해 중지.

1941.

1942. 01.06 제3 IOC 위원장 앙리 드 바이에 라투르 사망.

02. 미국 테어도어 루즈벨트 통령, 국방부에 건강∙복리 기관으로서

체력부문을 창설.

04.08 일본체육협회, 모든운동경기단체를해체, ‘일본체육회’로개조발족.

08.08~11 만주 건국 10주년 경축 동아체육 회, 만주 신징新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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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올림픽위원회 IOC 가입.

1952. 07.17 제46차 IOC 총회,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

07.19~08.03 제15회 올림픽 회,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 69개국 4925명 참가.

09.21~22 서독, 동독과의 스포츠 관계를 파기하기로 결정.

12.12 제47차 IOC 총회, 노르웨이 오슬로서 개최.

바하마∙가나 IOC 가입.

1953. 01.04 일본, 최초로 방송차량으로 마라톤 실황 중계.

02.27 프랑스, 모든 중등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기관에 체육∙스포츠를 필수

과목으로 결정.

04.17 제49차 IOC 총회, 멕시코 멕시코시티서 개최.

모나코, IOC 가입.

1954. 02.07 일본, 최초의 실내육상경기 회 개최.

05.01~09 제2회 아시아경기 회, 필리핀 마닐라서 개최. 18개국 1,241명 참가.

05.10 제50차 IOC 총회, 그리스 아테네서 개최.

05.16 IOC, 중국 올림픽위원회 승인.

06.26~28 제1회 체육학부∙체육 학 표자 회의, 이탈리아로마에서 개최.

이디오피아∙코스타리카∙쿠바∙도미니카∙말레이시아 IOC 가입.

1955. 06.13 제51차 IOC 총회, 프랑스 파리서 개최.

06.23 IOC 총회에서 동독 올림픽위원회 인정, 1956년 올림픽 회에 동∙

서독 선수 참가 가능해져.

08.27~28 동∙서독, 올림픽 회 단일팀 만들기 위해 양 독일 올림픽위원회

표 첫 회합 개최.

피지 케냐 동독 리베리아, IOC 가입.

1956. 01.23 제52차 IOC 총회,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

11.19 제53차 IOC총회, 호주 멜버른 개최.

11.20 온두라스 우간다, IOC 가입.

11.22~12.08 제16회 올림픽 회,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승마경기는 6월 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별도 개최), 67개국 17개 종목 3,113명 참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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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02.08 제15회 올림픽 회,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개최. 28개국 669명 참가.

02. 국제군인체육회CISM, 프랑스∙벨기에∙덴마크∙룩셈부르크∙네덜란

드∙노르웨이 등 주축으로 창설.

04.07 세계보건기구WHO 창립.

07.27 제43차 IOC 총회, 국 런던서 개최.

07.29~08.14 제14회 올림픽 회, 국 런던에서 개최. 59개국 4064명 참가.

아시아경기 회The Asian Games개최 결정(1951년 제1회 회 인도

뉴델리서 개최).

1949. 02.13 아시아경기연맹AGF 창립.

03.20 일본, 육상경기서 처음으로 스타팅 블록을 사용. 110m중장애, 경량

원반던지기 경기도 첫 실시.

03.30 스포츠 관계자 회의를 통해 동서 베를린의 스포츠 활동에서 명확한

분열상 노정.

04.24 제44차 IOC 총회, 이탈리아 로마서 개최.

08.08 아시아경기 회 개최 준비위원회 모임.

국제 학스포츠연맹FISU 설립,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 설치.

1950년

1950. 05.15 제45차 IOC 총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08.29 IOC 실행위원회, 일본의 올림픽 참가를 조건부로 허가.

11.24 홍콩 올림픽위원회 창립.

서독 안틸레스 태국, IOC 가입.

1951. 01.05 서독, 독일올림픽협회DOG 결성.

03.04~11 제1회 아시아경기 회,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11개국(한국 불참) 6

개 종목 500명 참가.

04.22 동독 올림픽위원회 창립.

05.07 소련∙베트남∙홍콩∙나이지리아∙이스라엘 IOC 가입.

` 그리스, 제1회 범 아테네 경기 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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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제58차 IOC 총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08.25~09.11 제17회 올림픽 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84개국 5348명 참가.

09.08 국제올림픽메달리스트협회AIMPO 창립.

09.12~13 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ICSPE 창립.

자유중국, IOC 가입.

1961. 01.02~06 유네스코, 제1회 스포츠 정보위원회IBDI 회의 개최.

06.15~07.01 최초의 올림픽 아카데미, 그리스 아테네서 개최.

06.16 제59차 IOC 총회,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

08.25~09.03 1961년 유니버시아드 회, 불가리아 소피아소 개최. 32개국 1627

명 참가(한국 불참).

10. 소련 공산당, ‘국민생활에 체육∙스포츠를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

결의.

크메르, IOC 가입.

제1회 세계 경보컵 회 개최.

1962. 02.25 일본육상경기연맹, 중국과 경기를 안 하기로 결정.

06.04 제60차 IOC 총회,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 제8회 올림픽 회(1964

년, 일본 도쿄)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하도록 결의.

06.12 도미니카올림픽위원회 창립.

07.24 중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아경기 회

(1962.8.24~9.4)에 만 선수단 입국 거부 찬성.

08.24~09.04 제4회 아시아경기 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개최. 16개국 1521명

참가, 만과 이스라엘의 참가 거부로 문제 발생. 국제육상 및 역도

연맹이 회를 인정 않기로 결정.

08.28 아시아육상경기연맹 결성.

다호메이 엘살바도르, IOC 가입.

IOC, 남북한 올림픽 혼성팀 구성 결의.

1963. 03.09 제18회 올림픽 회(일본 도쿄)에 동∙서독 단일팀 구성을 위한 동∙

서독 NOC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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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음으로 동∙서독 단일팀 구성).

12.28 일본 국립경기장 준공.

1957. 08.31~09.08 국제 학생스포츠 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다음 회부터 유니버

시아드Universiade로 회 명칭을 변경.

09.22 제54차 IOC총회, 불가리아 소피아서 개최.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북한 지역 내 올림픽활동을 하는 잠정적으로

NOC(국가올림픽위원회)로 인정.

12.06 IOC 브런디지Avery Brundage 위원장,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각 국제

경기단체에 아마추어 규약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망.

1958. 05.13 일본, 1964년 제18회 올림픽 회의 도쿄 개최 의사를 IOC에 정식

표명.

05.14~16 제55차 IOC 총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05.24~06.01 제3회 아시아경기 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20개국 1,692명 참가

07.05~12 국제체육회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08.19 중국 올림픽위원회, IOC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성명 발표. 각국 국

제경기연맹에서도 탈퇴.

09.23~25 유네스코 국제연구회, ‘스포츠∙리듬∙음악∙댄스’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1959. 02.10~15 제1회 국제체육 심포지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

05.26 제18회 올림픽 회 개최지 일본 도쿄로 결정.

08.27~09.06 국제 학스포츠연맹FISU, 세계 학생스포츠 회World University

Games를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란 정식 명칭으로 처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 45개국 참가.

1960년

1960. 02.13 제57차 IOC 총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02.28~03.06 1960년 유니버시아드 동계 회,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 15개국

145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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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로변경결의.

10.13~27 제19회 올림픽 회,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112개국 5423명

참가.

10.20 미국 포스베리R. Fosbury 높이뛰기에서‘배면뛰기’를 고안해 2m

24로 우승.

말라위 파라과이 탄자니아 자이레, IOC 가입.

전 세계 6개 지역연맹 및 지역 표 임명.

1969. 06.09 제69차 IOC 총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

10.21~22 제4차 NOC 총회,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서 개최.

로디지아∙남아공연방, NOC 제명 결의.

유러피언육상경기협회 설립.

1970년

1970. 05.12 제70차 IOC 총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05.13 아프리카 스포츠최고회의 IOC에 남아공화국 추방 요청.

05.15 IOC, 남아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 철회.

08.26~09.06 1970년 유니버시아드 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 58개국

2808명 참가.

12.09~20 제6회 아시아경기 회, 태국 방콕서 개최. 18개국 2500명 참가.

유러피언 육상경기협회 IAAF총회 승인.

1971. 09.08~09 제5차 NOC 총회, 서독 뮌헨에서 개최.

09.14 제71차 IOC 총회,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개최.

1972. 03.03 미국 체육회, 중국에 국제연맹 가입 권유.

08.19 제73차 IOC 총회, 서독 뮌헨에서 개최.

08.21 IOC, 로디지아의 제20회 올림픽 회 참가 초청 철회.

08.26~09.11 제20회 올림픽 회, 서독 뮌헨에서 개최. 122개국 7,173명 참가.

09.05 뮌헨올림픽선수촌에서팔레스타인게릴라, 이스라엘선수테러자행.

09.12 아일랜드의 킬라닌, 브런디지에 이어 IOC 위원장에 취임.

국제 연보 819

06.06 근 올림픽 회창시자피에르쿠베르탱비스위스몽리프스에건립.

07.02~12 국제체육연맹 40주년 기념 회, 우루과이 포트알레그리에서 개최.

10.16 제61차 IOC 총회, 서독 바덴바덴서 개최(1964년 제9회 동계 올림픽

회부터 한국은Korea, 북한은North Korea로 호칭하기로 결정).

11.10 당시의 국제 스포츠계의 이단자 인도네시아 주도로 가네포GANEFO∙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신생국경기 회) 창설. 

제1회 회를자카르타에서개최.

1964. 01.26 제62차 IOC 총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

10.06~09 제63차 IOC 총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10.10~24 제18회 올림픽 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 93개국 5081명 참가.

알제리∙콩고∙니제르∙차드∙시에라리온, IOC 가입.

1965. 사우디아라비아∙중앙아프리카∙토고, IOC 가입.

1966. 04.25 제65차 IOC 총회, 이탈리아 로마서 개최.

04.26 IOC, 1972년 제11회 동계 올림픽 회 개최지 일본 삿포로로 결정.

12.03~21 제5회 아시아경기 회, 태국 방콕서 개최. 18개국 2500명 참가.

쿠웨이트, IOC 가입.

1967. 05.01~02 제2차 NOC 총회,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05.03 제66차 IOC 총회,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08.27~09.04 1967년유니버시아드 회, 일본도쿄에서개최. 30개국1272명참가.

가봉∙온두라스∙버진군도, IOC 가입.

1968. 02.01 제67차 IOC 총회,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개최. 한국은Korea, 북한은

N∙Korea로 호칭 결의.

02.15 IOC, 남아공화국 올림픽 회 복귀 결의.

04.09~11 제1회 세계체육∙스포츠사 세미나, 이스라엘에서 개최.

09.30~10.02 제3차 NOC 총회,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NOC 상설총회PGA-NOC 창립.

10.07 제68차 IOC 총회,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북한 호칭 N.Korea

를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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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IOC 집행위원회,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올림픽에서 자유중

국 퇴출 결정.

07.13 제78차 IOC 총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07.14 자유중국, 올림픽 불참 선언.

07.17~08.01 제21회 올림픽 회,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 88개국 6026명 참가.

07.24 AGF 총회, 1978년 제8회 아시아경기 회 태국 방콕에서 개최키로

결정.

남자50km 경보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개최(올림픽 회에서분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를 5년 후부터 올림픽 회로부터 분리 개최

결정.

IAAF 골든 회 개최.

12.10 AGF 특별위원회, 1978년 제8회 아시아경기 회를 아랍 5개국이 이

스라엘 불참 조건부로 개최하기로 결정. 비용 250만 달러 중 200만

달러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22개 회원국이 공동 부담하며 태

국 방콕을 개최지로 함.

1977. 05.26 중국, 18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회 참가 신청.

06.15 제79차 IOC 총회,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서 개최. 1980년 제??회

올림픽 회(소련 모스크바)부터 주최국 내 여러 도시로 분산 개최키

로 결정.

08.17~28 1977년 유니버시아드 회, 불가리아 소피아서 개최. 78개국 4,391

명 참가.

캄보디아 월남, IOC서 NOC 자격 정지.

완전자동 전자계시장치에 의한 기록만 인정.

1978. 01.24 킬라닌 IOC 위원장, 스포츠에 정치적 개입 막기 위한‘국제스포츠최

고회의’설립 계획 발표.

02.16~18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 집행위원회, 제3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를 일본 도쿄에서 열고 자유중국 이스라엘의 참가 제외 결정.

03.20 킬라닌 IOC 위원장, 스포츠에 한 정치적 간섭 배격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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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08.15~25 1973년 유니버시아드 회,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 70개국 3,634

명 참가.

09.30 제74차 IOC 총회, 이탈리아 바르나에서 개최.

11.16 이란 테헤란서 개최된 아시아경기연맹(AGF) 평의원회, 중국의 가맹

을 승인하고 만을 제외.

11.18 제1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회,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20개국

400명 참가.

세계크로스컨트리선수권 회 개최.

1974. 02.09~11 IOC 집행위원회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제7회 아시아경기 회(이란

테헤란)의 공인, 후원을 확인.

03.10 북한∙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몽골, AGF(아시아경기연맹)에 정식

가입.

05.04 미국 체육회,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

05.07 IAAF, IAAF 회원국 아닌 중국과 경기한 파키스탄∙이란∙이집트 선

수의 제7회 아시아경기 회 참가 자격 박탈.

06.01 IOC 집행위원회,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07.18 IAAF, 중국의 아시아경기 회 참가 허용 결정.

09.01~16 제7회 아시아경기 회,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25개국 3010명 참가.

1975. 02.20~22 IOC 이사회, ‘신 아마추어 규정’승인.

05.08 애버리 브런디지 전 IOC 위원장 87세로 서거.

05.13~15 제7차 NOC 총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05.21 제76차 IOC 총회에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

05.28 파키스탄, 재정난으로1978년제8회아시아경기 회개최포기결정.

08.18~21 1975년 유니버시아드 회, 이탈리아 로마서 개최. 38개국 617명 참

가(한국 불참).

로디지아, IOC에서 제명.

1976. 02.01 제77차 IOC 총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

07.01 자유중국, 제21회 올림픽 회(캐나다 몬트리올)에 참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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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05.26~06.29 1981년 세계 학생육상경기 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

07.19~30 1981년 유니버시아드 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서 개최. 86개국

4369명 참가.

09.30 제84차 IOC 총회, 서독 바덴바덴에서 개최. 1988년 제24회 올림픽

회 개최지로 서울 결정. 일본 나고야와 경합 투표결과 52 27로

승.

11.26~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GF 임시총회,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

회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

제1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개최 도시로 핀란드 헬싱키 결정.

1982. 05.24~29 제85차 IOC 총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09. IAAF 총회, 그리스에서 개최.

11.19~12.04 제9회 아시아경기 회, 인도 뉴델리서 개최. 33개국 4500명 참가.

1988년 제24회 올림픽 회 21개 종목에 탁구, 테니스 추가 확정.

` 1981년 뉴욕마라톤에서 12년 만에 세계기록 경신한 미국의 알베르

토 살라자르가 1982년 보스턴 및 뉴욕 회 석권해 세계마라톤의 최

강자 확인. 살라자르의 최고기록은 2시간 8분 13초.

1983. 03.21~28 제86차 IOC 총회,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07.01~12 1983년 유니버시아드 회, 캐나다 애드먼턴에서 개최. 73개국 3471

명 참가.

새로 창설된 제1회 세계육상선수권 회,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

미국의 칼 루이스 100m 멀리뛰기 4X100m릴레이(최종 주자)에서

우승해 3관왕 차지.

1984. 02.04~10 제87차 IOC 총회, 유고 사라예보에서 개최.

05.08 소련, 제23회 올림픽 회(미국 로스앤젤레스) 불참 선언.

07.25~27 제88차 IOC 총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07.28~08.12 소련 동독 등 공산블록 불참한 가운데 제23회 올림픽 회, 미국 로

스앤젤레스에서 개최. 140개국 1만1540명 참가해 23개 종목 거행.

10.21 시카고 마라톤 회서 국의 스티브 존즈가 2시간 8분 5초로 미국의

국제 연보 823

04.04~07 유럽 22개국 스포츠장관 회의 국 런던서 열고 스포츠에 한 정치

적 간섭 배제 등 공동성명 발표.

05.16 제80차 IOC 총회,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 1984년 제23회 올림픽

회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4회 동계올림픽 회는 유고 사라

예보에서 열기로 결정.

06.06 AGF 총회, 아시아 최고 스포츠 이사회SSCA 창설 결의.

06.20 IOC, 《올림픽 참가 선수의 복용 금지 약물편람》발간.

10.05 IAAF 총회, 중국 가입과 자유중국 축출 가결.

1979. 04.03~08 제81차 IOC 총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 중국의 재가입

승인.

06.13 중국, 1988년 제24회 올림픽 회 유치의사 표명.

06.14 서독-중국 스포츠교류 협정 조인.

09.02~13 1979년 유니버시아드 회, 멕시코시티서 개최. 94개국 4381명 참가

09.28 그리스의 미카일 쿠시스, 지중해경기 회 마라톤에서 2시간 6분 53

초로 세계최고기록 수립.

1980년

1980. 02.09 제82차 IOC 총회, 동계올림픽 회 개막에 앞서 회 개최지인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개최. 중국의 IOC 재가입 승인.

07.15~18 제83차 IOC 총회, 제22회 올림픽 회에 앞서 소련 모스크바 개최.

07. 칼리닌 IOC 위원장 사임. 후임에 스페인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취임.

07.19~08.03 제22회 올림픽 회, 소련 모스크바서 개최. 81개국 5217명 참가.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항의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

과 중국 등이 불참하고 참가 81개국 중 국과 프랑스 등 10개국은

입장 행진을 거부. 반쪽 회로서 개최 의의 반감.

올림픽 회가 공식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개최. 올림픽 회 우승

자는 세계 챔피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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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02.11 임춘애, 1988년 요미우리실내육상 회(일본 오사카) 3000m에서 9

분 35초 07로 1위.

08.01 박재홍,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 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22로

한국 육상 사상 세계 회 첫 동메달 획득.

08.23 제24회 올림픽 회 성화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

09.12 제94차 IOC 총회, 한국 서울에서 개최.

09.17~10.02 제24회 올림픽 회, 한국 서울에서 개최. 160개국 1만 3600명 참가.

한국 25개 종목 602명 파견해 금 12, 은 10, 동 11개 획득.

09.24 제24회 올림픽 회 남자 100m 결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라이벌

인 미국의 칼 루이스를 누르고 9초 79의 경이적인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 차지.

09.28 벤 존슨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금메달 박탈.

10.15 제8회장애인올림픽 회, 한국서울에서개최. 64개국4300여명참가.

11.16 김운용 IOC 위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22차 국제경기연맹총연

합회GAISF 총회서 회장으로 재선.

` 세계육상경기선수권 개최 주기를 2년으로 결정.

1989. 08.22~30 1989년 유니버시아드 회, 서독 뒤스부르크에서 개최. 79개국 2619

명 참가. 한국 3개 종목 28명 파견해 동 1개 획득.

평시 도핑검사 실시.

1990년

1990. 09.22~10.07 제11회아시아경기 회, 중국베이징에서개최. 37개국6122명참가.

12.17 제21회 요미우리마라톤에서 이창우가 2시간 12분 10초로 회신기

록 수립 우승.

1991. 07.14 1991년 유니버시아드 회, 국 셰필드에서 개최.

07.19 체조 여홍철과 마라톤 황 조가 각각 금메달 획득.

09.01~26 제19회 한∙일 주니어종합경기 회, 일본 아이치 현에서 개최.

총회에서 전문 스포츠맨으로 선수 자격 인정.

국제 연보 825

알베르토 살라자르가 3년 동안 보유하던 세계기록을 8초 단축. 존즈

는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기록 수립.

1985. 03.09 미국 로스앤젤레스, 새 국제마라톤 회 창설.

04.20 포르투갈의 카를로스 로페스,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마라톤 회에

서 2시간 7분 11초 기록.

07.05.~07.19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제25차 IOA 개최.

08.24.~09.04198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회, 일본 고베서 개최. 106개 종목 3만

9476명 참가.

하계올림픽국제연맹 설립. 초 회장에 프리모 네비올로(1989, 1993,

1997 재임).

세계육상경기시리즈World Athletics Series 탄생. 1차 시리즈 주기는

1985~ 1987년(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 회, 세계마라톤컵 회, IAAF

그랑프리결선 회포함).

1986. 04.21 제5차 국가올림픽연합ANOC 총회 서울서 개최.

08.16 중국 올림픽위원회, 제10회 아시아경기 회(서울)에 선수단 파견 공

식 발표.

08.21~22 제14회 한∙일 주니어종합경기 회, 한국 제주에서 개최.

09.20~10.05 제10회 아시아경기 회, 한국 서울에서 개최. 25개 종목 27개국

4839명 참가. 한국 금 93, 은 55, 동 76개로 종합 2위. 중국 금 94,

은82, 동 46개로 종합 1위.

국제육상경기진흥회International Athletic Foundation 설립.

1987. 07.08 198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회, 유고 자그레브서 개최. 129개국

7000명 참가. 한국 168명 참가해 은 1, 동 1개로 종합 28위.

IAAF 나이로비지역 개발센터RDC 오픈. ‘IAAF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능력 있는 기술임원과 코치를 양성함

으로써 육상경기 발전을 위하고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우호를 도

모. IAAF RDC는 현재 전 세계에 9개 센터로 확 .

세계주니어 남녀 기록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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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황 조, 제12회 아시아경기 회(일본 히로시마) 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13초로 우승.

1995. 04.18 제99회 보스턴마라톤에서 케냐 엔데티가 2시간 9분 22초로 우승.

05.23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 회 부산

개최 확정.

07.29 쿠바의 이반 페드로소, 이탈리아 세스트리어 육상경기 회 멀리뛰기

에서 8m 96을 기록, 종전 세계기록을 3년 11개월 만에 경신.

08.23 199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162개국

5740여 명 참가.

집행 이사회에서 최초 여성이사 2명 선출.

1996. 05.17 IAAF 홈페이지 운 시작.

07.17 한국 이건희, 북한 장웅 새 IOC 위원 피선.

07.19~08.04 제26회 올림픽 회,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 197개국 1만7765명

참가. 한국 26개 종목, 428명 파견. 금 7, 은 15, 동 5개로 종합 8위.

07.25 제26회 올림픽 회 남자육상 멀리뛰기에서 칼 루이스 8m 50으로

우승해 올림픽 4연패.

08.04 제26회 올림픽 남자마라톤에서 남아공의 투과니 2시간 12분 36초로

우승, 한국 이봉주 2위.

제26회 올림픽 회서 한국 금 7, 은 15, 동 5개로 종합 10위. 종합우

승은 미국(금 44), 2위는 러시아(금 26)가 각각 차지.

12.01 1996년 세계 마라톤 10걸에서 1위는 마틴 피스(스페인) 2시간 8분

25초, 2위는 이봉주(한국) 2시간 8분 26초.

전 세계 어린 선수들의 단합을 위해 제1회 세계육상경기의 날 개최.

1997. 05.10 제2회 동아시아경기 회, 한국 부산에서 개막. 한국 금 45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

05. 10~19제2회 동아시아경기 회, 한국 부산에서 개최. 9개국 2100명

참가. 한국 376명 참가 금 45, 은 38, 동 51개로 종합 3위.

09.05 제105차 IOC 총회, 김운용 전 부위원장을 집행위원에 재선임.

국제 연보 827

1992. 02.03 일본 벳푸~오이타 국제마라톤 회에서 황 조가‘마의 10분 벽’을

뛰어넘는 2시간 8분 47초 기록 수립.

03. 프리모 네비올로 회장 IOC 위원으로 임명.

07.23 제99차 IOC 총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김운용 IOC 집행위

원 IOC부위원장 피선.

07.26 제25회 하계올림픽 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 172개국 1만

5000여 명 선수가 참가. 개막식에서 한국은 41번째 입장.

08.10 제25회올림픽 회마라톤에서황 조가2시간13분23초로금메달.

10.24 제26차 GAISF 총연합회,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 김운용 IOC

부위원장 임기 4년의 회장 재선.

12.01 제4회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 회 여자 투창서 이 선이 54m 30

으로 금메달.

12.05 이진일, 제4회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 회 남자 1,500m서도 우승

해 2관왕.

1993. 07.07 199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회, 미국 버팔로에서 개막. 123개국

6200여명 선수 참가. 한국 금 3, 은 4, 동 4개로 종합 13위.

08.25 제10회 아시아육상경기 회(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진일 800m, 이

진택 높이뛰기 2m 24 1위.

10.25 호놀룰루 마라톤 회에서 이봉주 1위.

IAAF 총회에서 내려진 IAAF 본부 사무실 이전 결정에 따라 국 런

던에서 모나코로 이주.

1994. 04.19 황 조, 제98회 보스톤마라톤 2시간 8분 9초로 한국신기록 4위.

06.10 새 IAAF 본부 사무실 모나코에 공식 설립.

07.06 미국 르로이 버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아틀레티시마 국제그랑프

리 육상 100m에서 9초 85의 세계신기록 수립하며 우승.

10.02 제12회 아시아경기 회,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

10.03 동아시아경기협의회, 부산을 1997년 제2회 동아시아 회 개최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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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 차기 올림픽 회 때 IOC 깃발 옆에

IAAF 깃발 게양에 동의.

2002. 01. 세계 IAAF 회원국이 인터넷 전자메일을 통한 교신 가능한 시스템

시행.

07.17 IAAF 90주년 기념행사 (전 세계 210개 가맹국들이 같은 날 동시에

IAAF 90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개최).

2003 IAAF 경보경기 챌린지 회 도입.

200년 말 기준 IAAF 공인 기록 총 2600여 개.

08.18 IAAF 회원국 211개국으로 증가(동티모르 회원국으로 승격).

로드레이스 종목을 세계기록으로 승인 결정.

IAAF 세계육상경기 플랜 발표.

WADA 규칙적용: 국제스포츠 동향안에서 안티 도핑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IAAF 안티도핑 규칙에 WADA

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

2004.01.01 로드레이스 종목을 세계기록으로 공인 시행.

08.13~29 아테네 올림픽 회 개최.

2005. 05. IAAF 새로운 국적변경 규정 협의.

아테네 세계육상경기박물관 건립에 합의.

2005. 12 IOC, 여자 3000m 장애물 레이스 올림픽 회종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2006. 06. IAAF 골든 리그 출범.

2006. 10. IAAF 세계도핑 방지심포지엄 개최.

2007. 08 제11회 오사카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개최.

2007. 12. 라민 디악, 이명박 통령당선자와 회담(2011년 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 회 성공 개최 논의).

2008. 07 IAAF, UKA와 공동으로 육상경기잡지〈SPIKE〉출간.

2008. 08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100m, 200m 세계신기록 수립.

여자 3000m 장애물 레이스 올림픽 회에서 첫선.

국제 연보 829

IAAF 월드시리즈 회에 상금제도 도입 시행.

IAAF 상급훈련센터HPTC 첫 오픈. 엘리트선수 및 코치를 위한 최우

수 훈련센터로서 현재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등 6곳으로 증가.

1998. 04.19 1998년 로테르담마라톤(네덜란드)에서 이봉주가 2시간 7분 44초의

한국최고기록(종전 2시간 8분 9초∙황 조)으로 2위 입상.

09.14 IOC 집행위원회, 한국 서울서 열려 금지약물 복용 근절 책 강구.

09.20 1998년 베를린마라톤 회에서 호나우도 다 코스타(브라질)가 2시간

6분 5초로 딘 사모의 세계기록(2시간6분50초)을 10년 만에 경신하

고 우승.

12.08 제13회 아시아경기 회, 태국 방콕에서 개막, 42개국 참가. 한국 금

65, 은 46, 동 53개로 중국(금 129)에 이어 종합 2위 탈환. 이봉주 2

시간 12분 31초로 마라톤 우승.

IAAF 골드리그 회 및 IAAF 세계혼성경기 챌린지 회 도입.

세계여자육상경기선수의 해.

1999. 04.01 경기장 트랙 재질, 용구, 용기구에 한 IAAF 공인시스템 시행.

IAAF 회원국 210개국으로 증가.

국제 회에서선수가참가및기록에 한비용을받을수있도록허용.

11.07 프리모 네비올로 회장 사망. IAAF 수석부회장이던 라민 디악이

2001년 임기까지 회장 행직 수행 결정.

2000년

2000 IAAF 세계랭킹시스템 도입.

2001. 07 제 112차 모스크바총회에서 자크 로게 8 IOC 위원장에 선출.

08. 제43차 에드먼턴 IAAF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라민 디악이 새 국제

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 만장일치로 국제육상경기연맹 이름을 아

마추어를 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로 새롭게 변경함으로서 육상경기를 좀 더 전문적인 스포츠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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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보 831

IAAF, 여자선수 올림픽 참가 80주년 기념행사.

IAAF, 자크 로게에 공로훈장 수여.

2009. 03 IAAF 다이아몬드 리그 출범.

2009. 05 IAAF 삼성과 스폰서 계약 체결.

2009. 08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100m, 200m 세계신기록 수립.

2009. 11.03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구국제육상경기 회 지위 격상.

11.06 남아공올림픽위원회 성 정체성 논란 캐스터 세메냐 사건 거짓말 책임

회피로레오나드추에네남아공육상경기협회(ASA) 회장정직처분.

11.23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2년 연속 IAAF 선정 올해의 선수.

2010년

2010. 04.23 베이징 올림픽 회, 베를린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남자 400m 금

메달리스트 라숀 메리트 금지약물 양성반응.

06.28 스위스 아본에서 열린 장애인육상경기 회인 스위스 오픈 내셔널

2010에서 한국의 홍석만 선수가 휠체어 육상경기 400m에서 47초

36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 

07.06 양성인 의혹 캐스터 세메냐 출전정지 해제.

07.16 세메냐 복귀전에서 800m 우승.

08.23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월드챌

린저 회 남자 800m에서 케냐 다비드 레쿠타 루디샤 1분 41초 09

로 세계신기록. 1997년 덴마크의 윌슨 킵케터가 세운 세계기록 1분

41초 11을 13년 만에 경신. 

08.14 국 런던에서 열린 IAAF 다이아몬드리그 아비바 런던 그랑프리 육

상경기 회 남자 100m에서 미국 타이슨 게이 9초 78로 우승.

08.28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AAF 다이아몬드리그 메모리얼 반 담 육상

경기 회에서 미국 타이슨 게이 남자 100m 9초 79로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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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27 국내 최초, 제13회 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회 개막.(이명박 통

령, 이건희 IOC위원 참석)

8. 28 우사인 볼트, 2011년 구 세계육상선수권 회 100m 결승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

09.04 우사인 볼트가 참가한 자메이카 팀, 4×400m 릴레이 경기에서 37

초 04초로 세계신기록 작성.

09.04 역 최 규모인 202개국 1천 945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3회 구

세계육상선수권 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폐막. 

2012

2. 24 옐레나 이신바예바 스웨덴 스톡홀름 실내육상경기선수권 회 여자

장 높이뛰기 경기에서 5m 01를 넘어 실내 세계기록 수립.

08 03 제30회 런던 올림픽 회 육상경기 개최.  

08.10 데이비드 루디샤 런던 올림픽 회 남자 800m 결승에서 1분 40초

91로 세계신기록 수립. 

08.11 미국 여자 육상 표팀 런던 올림픽 회 육상경기 여자 4×400m 릴

레이에서 40초 82로 27년 만에 세계기록 수립.

08.12 제30회 런던 올림픽 회 육상경기 폐막.  

11.24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IAAF 창설 100주

년 기념행사 개최.

11.24 우사인 볼트 2008년, 2009년, 2011년에 이어 4번째로 올해의 남자

선수 부문 수상.

11.24 앨리슨 펠릭스 올해의 여자 선수 부문에 처음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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