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기간 2018 ~ 2022
총사업비
(백만원)

11,169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00%

추진부서
(협조부서)

스포츠사업단
담 당 자
(연 락 처)

노봉진

(5787)
 

 최종목표

m 사계절 명품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 매김

m 무한 경쟁중인 스포츠마케팅 선점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안정적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사 업 비) 11,169백만원(도비 195, 군비 10,974)

m (사업내용) 

    - 안정적인 대회 유치

   ·전략종목에 대한 다년계약 체결(축구, 펜싱, 배구, 태권도, 탁구 등)

   ·우리군을 상품화한 자체 브랜드대회 확대 추진(해림배 등)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전략종목에 대한 스토브리그 확대(축구, 펜싱, 육상, 레슬링, 검도 등)

   ·국가대표팀·후보팀 및 종목별 지도자 워크숍 해남 유치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선수단 유치 노력(축구, 근대5종, 볼링 등)

    -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

   ·평생 고객화를 위한 맨투맨 사업(협회 방문, 감사서한문, 설문서 등)

   ·고객감동 감성마케팅 강화(재활캠프 운영, 셔틀버스 지원 등)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

계획 110천명 120천명 130천명 140천명 150천명
실적 117천명 142천명 34천명 -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
계획 58천명 60천명 63천명 67천명 70천명
실적 40천명 67천명 32천명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1,169 - 2,009 2,135 2,240 2,340  2,445 -

국비  - - - - - - - -
도비 195 - 35 35 40 40 45 -
군비 10,974 - 1,974 2,100 2,200 2,300 2,400 -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8,900 - 2,009 2,540 2,809 1,542 - -

(5,217) (2,009) (2,540) (668)

국비 - - - - - - - -

도비
182 - 35 67 40 40 - -

(112) (35) (67) (10)

군비 
8,718 - 1,974 2,473 2,769 1,502 - -

(5,115) (1,974) (2,473) (668)
기타 - - - - -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
  25종목 53개대회 38,802명 연인원 117,084명
 - 전국 11개종목 16개대회 16,840명 연인원 76,620명
 - 광역단위 15종목 18개대회 13,112명 연인원 26,894명
 - 지역대회 12종목 19대회 8,850명 연인원 13,570명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
 - 18종목 304팀 연인원 40,110명

2019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
  28종목 57개대회 35,917명 연인원 142,006명
 - 전국 17개종목 23개대회 19,315명 연인원 108,894명
 - 광역 14개종목 15개대회 11,602명 연인원 26,662명
 - 지역대회 15개종목 19개대회 5,000명 연인원 6,450명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
 - 16종목 490팀 8,686명 연인원 66,773명
○ 인조잔디 파일복원용 부러싱 장비구입: 12백만원
○ 이동식 전광판 구입(1세트): 12백만원

2020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 18개 대회 34,480명
 - 6종목 7개 대회 4,350명 연인원 28,010명
 - 광역 2개 종목 2개 대회 1,344명 연인원 3,402명
 - 지역대회 6개 종목 9개 대회 2,316명 연인원 3,068명
○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
 - 14종목 221팀 3,425명 연인원 31,699명

 ※ 코로나 19로 인한 동·하계 전지훈련 축소(집단발병 지역 유치 보류)

○ 농구 스코어 보드 구입(1세트): 12백만원

 이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21 ○ 56개 대회 연인원 130,000명

2022 ○ 57개 대회 연인원 135,000명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수 유치 및 대회개최가 불가하므로 계획 

추진에 차질

    - 대회 개최 시 전국 각지 선수의 참가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관내 유입 가능성 존재

  m 대 책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장 수급 등의 문제로 개최가  

불투명한 대회는 협회 및 연맹 관계자와 순연 등 협의

    - 대회 개최 또는 전지훈련 시 선수단 관내 도착 즉시 발열검사를 

진행하여 의심증상자의 관내 유입 차단

 기대효과

  m 스포츠 마케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m 국제·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명품고장 이미지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