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사업기간 2020. 6. ~ 2023. 6. 총사업비(백만원) 2,541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재정지원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주관부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6410)  U20 조직위원회 기획운영팀장 박석윤(8216)

      U20 조직위원회 홍보지원팀장 배미혜(8215) 

 목적 및 필요성

  m 예천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제20회 예천아시아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육상의 메카로서 예천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3. 6. 4. ~ 6. 7. / 4일간

  m (위    치) 예천스타디움 일원

  m (사 업 비) 2,541백만원(도비 400, 군비 2,141) 

  m (사업내용) 제20회 예천아시아 U20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22년
하반기

‘23년 ‘24년 ‘25년 ‘26년

계 2,541 135 206 2,200

도 비 400 400

군 비 2,141 135 206 1,800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예천군 위상 제고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대회개최

사전준비

○ 주요 경기장 등 설비 점검 및 개선

○ 선수단 및 관계자의 숙식/ 수송 제공 방안 수립

○ 대회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 점검 및 보완

○ 관련단체(아시아육련, 대한육련)와의 유기적 협조 강화

2023년
성공적인

대회개최

○ 개·폐회식 등 대회 관련 용역 발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회 홍보

○ 자원봉사자 등 관련 인력 교육 및 주변 환경 개선

○ 리허설 대회를 통한 본대회에서의 발생가능 문제점 보완

○ 성공적 대회 개회를 통한 예천군 위상 제고 방안 시행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1년

4월 대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완료

7월 대회 상징물 및 슬로건 개발 완료

9월 대회 홈페이지 개발 완료

2022년 3월 U20 대회 일정 확정(2023. 6 .4. ~ 6. 7.)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2년

8월 아시아 육상연맹 현지 실사단 현장점검

11월 선수단 및 관계자 숙소 운영 방안 수립

12월 대회 운영 계획 최종 보고회 개최

2023년

1월 개·폐회식 등 대회 관련 용역 발주

4월 대회참가 최종엔트리 접수

5월 국내대회 리허설대회 개최

6월 U20대회 개최



 문제점 및 대책

  m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중 2022. 12월에 실시되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880백만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바

     사업 선정을 위하여 문체부 및 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 관심 및 협력 요청

    - 육상의 메카로서의 군 위상 제고와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긍정적 효과 부각

 기대효과

  m 성공적 대회 개최에 따른 한국 육상의 메카로서의 예천군 위상 강화

  m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m 대내외적인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군민 애향심 고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