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사업기간 2020. 6. ~ 2023. 6. 총사업비(백만원)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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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1백만원(국비 500, 도비 400, 군비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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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1 135 406 2,800 - - -

국 비 500 - - 500 - - -

도 비 400 - - 400 - - -

군 비 2,441 135 406 1,900 - -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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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U20 대회 일정 확정(2023. 6 .4. ~ 6. 7.)

7월 U20 대회 공식지정병원(예천권병원) 업무협약 체결

8월 U20 대회 추진 경과 중간보고회 개최

8월 아시아육상연맹 U20 대회 준비 현지 실사(2022. 8 .31. ~ 9. 2.)

11월 U20 대회 공식 후원사 모집 공고

12월 2023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전(5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3년

1월 대회 개최 관련 각종 용역 발주

3월 D-100 카운트다운 행사 및 최종 보고회 개최

5월 대회참가 최종엔트리 접수 및 리허설 대회 개최

6월 U20대회 개최



 문제점 및 대책

  m 지역민들의 관심 및 참여율의 제고를 위하여 예천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대회의 의미와 

효과를 홍보함과 더불어 예천 소식지, 간담회 및 이장회의 등을 

이용하여 지역민들의 U20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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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