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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본 스포츠 연맹

(NJSF)의 역사

1965년 11월 12일 신 일본 

체육연맹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3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에 

현재의 "신 일본 스포츠 연맹"으로 

단체명을 개칭하고,

창립 때부터 "스포츠는 만인의 

권리"라고 선언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스포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4000개 이상의 클럽, 약 5만 8,900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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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본 스포츠 연맹(NJSF)의 조직

* 신 일본 스포츠 연맹은 자발적인 스포츠 클럽을 

기초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① 전국 종목 조직 : 13 종목 조직, ② 도도부현 

연맹 : 25 주, ③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산, 탁구, 테니스, 야구, 스키, 수영, 축구, 배구, 

달리기, 소프트볼, 배드민턴, 걷기, 믹스 배구)

* 코치, 지도자, 연구원 등 전문가는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활동에 참여합니다.

* 다른 스포츠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신 일본 

스포츠 연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임의 단체이며, 법인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신 일본 스포츠 연맹의 기관

기관 : 전국 총회 = 최고 결의 기관, 2년에 1회 개최

평의위원회 = 총회에 버금가는 결의기관, 총회 

사이에 2회 개최

이사회 = 집행기관, 총회에서 선출

* 활동재원과 그 구성 (2011년도 회계에서)

구성 단체의 분담금 69%, 기관지 소득 30%, 사업 

소득과 기부금 1%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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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본  스포츠  연맹
(NJSF)의  소개
스포츠클럽은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들, 더 잘하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들,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공통의 목적을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공통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모임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이루어나가는 모임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견하고 더욱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 일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 활동, 자발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 활동,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것은 스포츠가 스포츠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것은 스포츠가 

진정한 문화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진정한 문화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클럽의 정착과 충실, 발전을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클럽의 정착과 충실,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도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들,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공통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모임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 활동,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것은 스포츠가 

진정한 문화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클럽의 정착과 충실,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종합 경기 대회로 '전국 스포츠 

제전'을 개최. 17개 경기종목에 7,000명 ~ 8,000 

명의 선수 · 임원이 참가, 격년으로 "전국 경기 

대회"(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도원 심판원의 양성 · 연수, 기술 · 교육 

방법의 연구와 지침서 등을 발행. 초보자 

교실 · 기술 강습회 등을 개최합니다.

리더 양성 및 스포츠 클럽 활동 교류 모임 개최 등, 자발적인 스포츠 

클럽 결성 ·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원의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평화를 소호하는 활동 전개로 "스포츠는 평화와 함께"의 슬로건을 

내걸면서 반핵 · 평화 마라톤 실시, 헌법 9조를 지키는 운동 등 

스포츠를 통한 평화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스포츠 광장"을 

발행합니다 

(연간 10회 발행, 정가 450

엔, 발행 부수 5,000부).

해외 스포츠 단체와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환경의 정비 · 확충을 도모하는 사회적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 년에는 스포츠에서 "체벌"· 폭력 ·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협력을 호소한 

성명을 발표,　스포츠 정신, 페어 플레이 정신 등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는 운동, 

스포츠 단체의 자주성 옹호, 스포츠 애호가 · 선수 인권의 확립을 목표로 모든 

스포츠 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