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4  양궁ᆞ육상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로 스포츠 마케팅 확대

사업기간 2021 ~ 2026 총사업비(백만원)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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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팀장 황주섭(6411) 담당자 최재창(6414) 

                           스포츠마케팅팀장 송윤석(8221) 담당자 조범석(8223)

 목적 및 필요성

  m 세계 최고의 양궁경기장과 국내 유일의 육상훈련시설 구비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하는 선수단 및 임원들에게 예천을 홍보함으로써

     예천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m 전지훈련 및 대회개최로 선수단 유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기대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m (위    치)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및 예천스타디움 일원

  m (사 업 비) 6,060백만원(도비 750 군비 5,310)

  m (사업내용) 

    - 전지훈련지 홍보로 양궁·육상 국가대표 및 상비군 전지훈련 유치 확대

    - 도 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 하여 예천군 홍보

    -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선수단·임원진 관내 숙박업체 연계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22년
하반기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060 962 250 1,212 1,212 1,212 1,212

도 비 750 90 60 150 150 150 150

군 비 5,310 872 190 1,062 1,062 1,062 1,062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도 단위 이상 양궁, 육상대회 매년 8회 이상 개최 목표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 2026년

대회성공개최 및 

전지훈련유치 총력

 ○ 각종 양궁ᆞ육상 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

 ○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관계자와 업무 연찬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세부추진실적

  m 양궁대회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2년

3월
○ 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 개최

○ 2022년 경북소년체육대회(양궁) 개최

4월 ○ 2022년 양궁 국가대표 1차 평가전 개최

5월

○ 제56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선수권대회(고/대/일) 개최

○ 제56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선수권대회(초/중) 개최

○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양궁) 개최

7월 ○ 제19회 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개최

1월~7월 ○ 전지훈련 4개팀 방문(연인원 1,261명)

  m 육상대회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2년

3월 ○ 도효자배 전국 중고 단축마라톤 대회 개최

4월 ○ 춘계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개최

7월 ○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개최

9월
○ 전국 실업단대항육상대회 개최 예정

○ 경북교육감배 시군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 개최 예정

1월 ~ 7월 ○ 전지훈련 47개팀 방문(연인원 11,569명)



 향후 추진계획

   m 양궁대회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2년

8월
○ 제49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 중·고양궁대회 개최

○ 제48회 문체부장관기 전국 중·고 양궁대회 개최

10월
○ 2023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개최

○ 제54회 전국 남·여 양궁 종합선수권 대회 개최

11월 ○ 제59회 경북학생체육대회(양궁) 개최

2023년

1월 ~ 2월 ○ 2023년 양궁 사업계획 확정

연중
○ 각종 양궁대회 개최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및 스포츠 마케팅 실시

2024년

1월 ~ 2월 ○ 2023년 양궁 사업계획 확정

연중
○ 각종 양궁대회 개최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및 스포츠 마케팅 실시

2025년

1월 ~ 2월 ○ 2023년 양궁 사업계획 확정

연중
○ 각종 양궁대회 개최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및 스포츠 마케팅 실시

2026년

1월 ~ 2월 ○ 2023년 양궁 사업계획 확정

연중
○ 각종 양궁대회 개최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및 스포츠 마케팅 실시

  m 육상대회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2년
9월

○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개최

○ 경북교육감배 시군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 개최

12월 ○ 23년도 육상대회 개최 신청서 제출

2023년

1월 ○ 전국 육상선수단 대상 전지훈련 홍보 공문 발송

연중
○ 육상대회 개최 및 선수단 및 임원진 대상 홍보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2024년 연중
○ 예천군수배 대한육상연맹 개최 전국 대회 유치 

○ 육상대회 개최 및 선수단 및 임원진 대상 홍보

2025년

1월 ○ 전국 육상선수단 대상 전지훈련 홍보 공문 발송

7월 ○ 스포츠마케팅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연중
○ 육상대회 개최 및 선수단 및 임원진 대상 홍보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2026년

1월 ○ 전국 육상선수단 대상 전지훈련 홍보 공문 발송

연중
○ 육상대회 개최 및 선수단 및 임원진 대상 홍보

○ 전지훈련 선수단 훈련 지원



 문제점 및 대책 

  m 전국단위 대회 개최시 관내 숙소 부족으로 인한 참가 선수단의

     타지역 유출 

    -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을 통하여 대회개최 기간 중 숙소 확보방안 마련

   

 기대효과

  m 전국단위의 대회 개최로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홍보효과

     극대화 

  m 선수단 및 부대인원의 유입으로 경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