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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사업구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 ○ 3,325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18~ 팀  장 김현기(☎1809) 
담당자 박연희(☎1988)

○

주관부서 교육체육과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국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성군 위상 제고

❍ 사업대상 : 홍성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회원종목단체

❍ 사업내용 : 기존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지속 개최하며, 홍성군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1건 이상의 신규대회(일회성) 개최

 - 기존 전국단위 체육대회(매년 개최)

대    회    명 사 업 비
(천원)

참가예정
인원(명) 비 고

총계(13개) 544,000 도비 12,000

백야 김좌진장군 전승기념 전국 탁구대회 20,000 1,200

백야 김좌진 장군배 홍성 전국 철인 3종 경기 대회 50,000 2,000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제18회 홍성마라톤대회 130,000 4,000

홍성 사랑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10,000 250

최영장군 탄신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 45,000 1,000

용봉산 둘레산길 달빛 걷기대회 24,000 1,000 도비 12,000

홍성 내포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30,000 1,200

홍성 명품한우배 전국 테니스대회 25,000 800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김 대축제기념 전국 씨름대회 10,000 100

오서산 억새풀 등산대회 20,000 2,000

백야 김좌진장군 게이트볼대회 30,000 750

MAX FC 및 2019 무에타이 국가대표선발전 50,000 2,000

제4회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100,000 1,200

□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 후

추진계획
전국단위 신규 

대회 2개 개최

전국단위 신규 

대회 유치

전국단위 신규 

대회 유치

전국단위 신규 

대회 유치

전국단위 신규 

대회 유치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대회 개최 3,325 - 647 550 968 580 580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3,325 - 647 550 968 580 580

도   비   107 -  44  15  24  12  12

군   비 3,218 - 603 535 944 568 568

□ 그동안 추진실적          

 ❍ 2018년

   ‣ 제3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개최(40백만원 / 도20, 군20)

   ‣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200백만원)

   ‣ 제1회 용봉산 등산대회 개최(11백만원)

 ❍ 2019년

   ‣ Max fc 대회 및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50백만원)

   ‣ 제4회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8인제 축구대회 개최(100백만원)

 ❍ 2020년

   ‣ 2020 홍성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4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 ~ : 전국단위 신규대회 유치  

□ 증빙자료 첨부 (보도자료, 공문, 현장 사진, 조감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