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SF 포럼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8 ISF 포럼
❍ 일

시: 2018. 10. 31.(수) 10:30 ~ 17:00

❍ 장

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 주

제: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의 현주소와 비전

❍ 부

제: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임직원의 경험과 스포츠외교의 실제

❍ 주최/주관: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0:30~11:30 (60′)

◦
◦
◦
◦
◦

세션 1

11:45~12:30 (45‘)

◦ 국내 스포츠외교활동

오찬

12:30~13:30 (60‘)

◦ 오찬

세션 2

13:30~14:30 (60‘)

◦ 대한민국 스포츠외교 영향력과 현
패널 디스커션
주소
진행자 1명, 패널 5명

휴식

14:30~15:00 (30‘)

◦ 커피브레이크

세션 3

15:00~16:00 (60‘)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과 활동

발제 4명

패널
디스커션

16:15~17:00 (45‘)

◦ 패널 디스커션 및 질의응답

진행자 1명,
패널: 세션3 발제자

개회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사진촬영
발제 4명
제1복지관 교직원식당

▢ 참가신청
❍ 참 가 비: 무료
❍ 신청기간: 2018. 10. 24.(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goo.gl/forms/gQ6E2i9hCTumYJ3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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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 ISF 포럼 프로그램

등록(30‘) (10:00 ~ 10:30)
개회식(60‘) (10:30 ~ 11:30)
개회 및 귀빈소개
환 영 사
축
사

기조연설
사진촬영

유승민
이기흥
조재기
김인규
이희범

((재)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경기대학교 총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휴식(15‘) (11:30 ~ 11:45)
세션1. 국내 스포츠외교 활동 (45‘) (11:45 ~ 12:30)
발제1. 박주희 ((재)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무국장)
발제2.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발제3. 이명아 (노스페이스 올림픽마케팅팀 팀장)
발제4. 안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차장)
오찬(60‘) (12:30 ~ 13:30)
세션2. 대한민국의 스포츠외교 영향력과 현주소(60‘) (13:30 ~ 14:30)
진행자.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패 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홍석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박낸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
신정희 (국제하키연맹 국제및올림픽관계위원)
커피 브레이크(30‘) (14:30 ~ 15:00)
세션3. 국제스포츠기구 진출과 활동(60‘) (15:00 ~ 16:00)
발제1. 김세화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대회 서비스팀 시니어 매니저)
발제2. 김지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동계유니버시아드 매니저)
발제3. 이강은 (세계도핑방지기구 교육 매니저)
발제4. 변진형 (미국프로골프협회 부사장)
휴식(15‘) (16:00 ~ 16:15)
패널 디스커션(45‘) (16:15 ~ 17:00)
진행자. 김주환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패 널. 세션3 발제자
Q&A

※ 연사 및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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