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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육지원 및 육성

1. 체육정책

▪집필 ❙체육지원과 체육정책담당 박 빈

 가. 엘리트체육 육성

  엘리트체육은 체육활동 그 자체를 목 으로 하여 계속 으로 기술 등을 연마해 

국체육 회나 각종 국제경기 회 등에 출 하여 우수한 성 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육활동이다. 이를 해서는 기본 으로 문체육 시설확보, 우수선

수 양성을 한 실업  창단, 체육진흥 재원확보 등 장기 인 엘리트체육에 한 

조직 이고 체계 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실업  황

  울산 실업 은 17개 종목에 19개 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수단은 총 127명이다.

기 별 구성 황을 보면 울산 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5종목에 42명(육상 8, 

펜싱 10, 역도 9, 사이클 9, 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군 직장운동경기부

는 구 체조  6명, 남구 양궁  6명, 동구 씨름  11명, 북구 사격  10명, 울주

군 볼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회 실업 은 9 에 45명으로 종목별 구성 황을 보면 볼링  7명, 근 5종

 3명, 세 타크로  10명, 우슈  4명, 사격  4명, 수  6명, 슬링  4명, 보

디빌딩  6명, 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제38회 국소년체육 회 참가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38회 국소년체육 회에 등부 육상 등 17종목, 등부 육상 등 27종목에    

844명(임원 288, 선수 556)이 참가하여 47개(  15, 은 8, 동 24)의 메달을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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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90회 국체육 회 참가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

90회 국체육 회에 육상 등 39종목에 972명(임원 283, 선수 689)이 참가하여 

24,345 을 획득하여 종합순  15 를 차지하 고 메달은 120개(  39, 은 42, 

동 39)를 획득하 다.

 마. 국 회 개최

  볼링 등 4개 회를 개최하여 생태도시 울산을 홍보하고 우리시 선수단의 경

기력 향상에 기여하 다.

국 회 개최 실

[표 Ⅱ-6-20]                                                                      (단  : 명)

    회    명 기    간 참 가 인 원 장     소

4개 회     4,349

  제19회 한국시니어볼링연맹회
   장기 국 지역 항 볼링 회  4.10～4.12   400 술 볼링장 

외2

  제20회 문화체육 부장 배
  국 학생볼링 회

 6.15～6.20   969 온산볼링장 외2

  제12회 국 울산바다 장거리
  핀수 회

 7.26   2,200 진하해수욕장

  제3회 울산 국 꿈나무 아쿠
  아슬론 회  9.6   780

문수실내수 장 
일원

 바. 태화강 물 축제

  생태하천 태화강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물 축제를 개최하여 에코폴리스 울산

의 이미지를 국․내외 리 알리고 태화강이 세계 인 강으로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하여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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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물 축제 개최 실

[표 Ⅱ-6-21]                                                                      (단  : 명)

일  자 로그램 실 

개막행사 6.12 식 행사, 개막식, 에코그린콘서트, 불꽃놀이
(SG워 스 등 8개  출연)   50,000

체육행사

6.13-6.14 국용선 회(기업사랑경기, 마스터즈, 읍면동경기)  94  1,440

6.13 국마라톤 회(태화강변 하 마라톤)
장사씨름 회(읍․면․동 단체경기)

 1,600
28  140 

6.14 국수 회(짝핀수  왕복 2km)
시민걷기 회(태화강변 7km)

 2,118
 1,500

부 행사

6.12-6.14 태화강 물고기 생태 시회(태화강 서식 물고기)  30여종

6.13-6.14 태화강 수상체험행사(고무보트, 바나나보트, 바이킹보트 등)  2,000

6.13 태화강사랑 짓기 회(운문, 산문)  2,500

6.13-6.14 국사진공모 (물축제  태화강 사진공모)  500

6.13 태화강 음악회(통기타, 성악가 가수 등)  20,000

6.14
국모형자동차경주 회(비포장경기)

엄마아빠와 그림그리기 회(유치부, 등부)
울산국제 락페스티벌

 34  114
 1,379

 10개

기타행사

6.12-6.14 태화강 환경 시  운 ( 상물 상 , 물사진 시 등)  

6.12-6.14 울산홍보  운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   

6.12-6.13 임시부교 횡단체험(태화강 건 기)  

6.12-6.14 향토음식  운 (국밥, 국수 등)  7개업소

6.14 먹거리 시식회 운 (메 묵, 미나리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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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2010년 업무계획

 5회째를 맞는 태화강 물축제는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태화강 

일원에서 개최되며 수 ․용선․마라톤․걷기 회 등 다양한 축제 로그램을 운

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 

▪집필 ❙체육지원과 생활체육담당 이경걸

  소득 향상과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도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각종 회의 개최와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체육 동호인의 변확 를 해 많은 노력을 하 다.

  한, 『스포츠 7330운동』을 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 7330운동을 실천

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가. 생활체육 행사개최  참여 활성화 

1)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2009년도 시장배 생활체육 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등 종목

별 경기장에서 마라톤, 족구, 볼링, 농구, 검도, 택견,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국학기공, 생활체조, 배구, 게이트볼, 패러 라이딩, 인라인, 당구, 풋살, 보디

빌딩 등 20개 회가 생활체육동호인 16,03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9년도에는 신종 루로 인해 크리에이션 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

도 있었지만 체로 계획된 행사를 무사히 치름으로서 시장배 회가 생활체육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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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2009년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종하체육  등 종목별 경

기장에서 테니스, 풋살, 볼링, 생활체조, 패러 라이딩, 크리에이션, 라켓볼, 당구, 

축구, 합기도, 족구, 크골 , 농구, 육상, 택견, 스킨스쿠버, 게이트볼, 배구, 스쿼

시, 탁구, 드서핑, 배드민턴, 보디빌딩, 검도, 통무용, 낚시, 이순테니스 회 등 

27개 회가 개최되어 생활체육동호인만해도 10,000명이 참여하는 등 시장배와 더

불어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의 변확 에 기여하 다. 

3) 전국규모 국민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2009년에는 국규모 생활체육 종목별 회는 국체 회장배볼링, 울산마라톤, 울

산 산악마라톤, 경상커 마라톤, 울산인권마라톤, 문화체육 부장 기볼링, 

통일축구 회 등을 개최하 으며, 국에서 12,718명이 참가하여 산업수도이자 생

태도시인 울산을 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4)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

  2009년에는 국 각지에서 개최된 통령배와 국무총리, 장 기 회에 축구, 족

구, 게이트볼, 당구, 육상, 탁구, 야구, 드서핑, 합기도, 국학기공, 배구, 생활체조, 

보디빌딩, 테니스, 배드민턴, 패러 라이딩 등 16개 종목에 22개 회에 참가하여 

울산체육의 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 시민의 날 기념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2009년 시민의 날 기념 제12회 시민생활체육 회는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3개 종목(정식16, 시범1, 시6)에, 3,000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회 결과는 1  남구, 2  구, 3  울주군이 

차지하 다. 

시민 생활체육 회 개최 실

[표 Ⅱ-6-22]                                                                       

구    분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종합순 3 1 2 종합 화합상 종합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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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 울산컵 PWA 세계 윈드서핑대회 개최 

  울산컵 PWA 세계 드서핑 회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진하해수

욕장에서 30개국 350명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 다. 회결과는 Slalom63(Men)부

에 1 에는 랑스 선수인 Antoine Albeau가 차지하 고, RS:X(일반부),  Slalom 

Open(그랜드마스터즈), Slalom Open(마스터즈), Slalom Open(여자부) 등 5개부

에는 한국 선수가 우승하여 우라나라의 드서핑 상을 세계에 알리는 회이

기도 했다. 

세계 드서핑 회 개최 실

[표 Ⅱ-6-23]                                                                       

구             분 순  성           명 국      

Slalom63(Men) 1 Antoine Albeau 랑스

RS:X(일반부) 1 이 경 환 한      국

RS:X(여자부) 1 신 지 한      국

Slalom Open(그랜드마스터즈) 1 김  복 한      국

Slalom Open(마스터즈) 1 박 희 한      국  

Slalom Open(여자부) 1 임 윤 희 한      국

 [그림 Ⅱ-6-5] 

<세계 드서핑 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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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009 국 국민생활체육 축 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라북도 

주시 일원에서 개최 되었다. 우리시는 축구, 육상,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테니

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 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

스쿠버, 패러 라이딩, 보디빌딩, 인라인, 국학기공, 씨름, 택견, 낚시, 라켓볼, 철인

3종 등 27종목 757명이 참여하여 육상과 스킨스쿠버에서 종합우승, 당구와 태권도

에서 종합3  여성부 축구 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어 스포츠 메카인 울산을 국

에 알리는 회가 되었다. 

국 국민생활체육 축  참가 결과 

[표 Ⅱ-6-24]                                                                            

종 목 보디빌딩 육상, 낚시 
스킨스쿠버

볼링, 족구 축구 테니스

결 과 종합우승 종합 우승 종합3 여성부,노장부3 지도자부 우승 

8) 2009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9년 국 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인천 역시

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시는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 거, 테니스, 국학기공, 

볼링, 생활체조, 장기, 바둑, 게이트볼 등 11종목에 300명이 참여 하여 바둑 종합우

승, 게이트볼과 테니스는 각각 3  국학기공 개인부 동상 등의 우수한 성 을 거

두어 울산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기량과 기술을 국의 동호인에 알리는 회이기

도 했다. 

국 어르신 생활체육 회 개최 실  

[표 Ⅱ-6-25]                                                                          

종 목 바둑 게이트볼 테니스 국학기공 자 거

결 과 종합우승
여자부 3  
남자부 3

여자부3 개인상 동상 트랙 단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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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체육 지도자 리

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

  청소년, 가정주부, 어르신 등을 상으로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기술을 지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선선용, 생활체육인의 변확 를 하여 실시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 사업은 2009년에는 구 10명, 남구 11명, 동구 10명, 

북구 9명, 울주군 10명 등 연간 지도자 50명을 구․군별로 배치하 으며, 연간 지

도횟수는 25,704회이며 참가인원은 520,819명이었다.

2)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 

  2009년 노인 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 은 연간 지도자 8명을 구․군별로 

배치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상으로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기술을 지도하 다. 이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와 노후생활 분 기 조성을 도모하 으며, 배치인

원은 시 생활체육 2명, ․남․동․북구 각 1명, 울주군 2명이며, 연간 지도횟수는 

3,997회이며 참가인원은 83,177명이었다. 

3) 2009 스포츠강사 배치․운영

  2009년 스포츠강사 배치․운 은 연  지도자 20명을 양사 등학교 등 20개 학교

에 배치․운  하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분야인 생활체육 이론  실기를 등

학생에게 지도하여 아이들의 체력과 건강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 다. 

스포츠강사 배치․운  실

[표 Ⅱ-6-26]                                                                     (단 ：명)

구  분 배치인원 지 도 장 소

계    20  

  구    5 양사 등학교외 4개소

남  구    5 개운 등학교외 4개소

동  구    3 남목 등학교외 2개소

북  구    2 천곡 등학교외 1개소

울주군    5 구 등학교외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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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2009년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는 6월 11일 동천체육  등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일반, 어르신) 58명이 참가하여 실시하 다. 로그램은 음악 넘기 등 뉴 스포츠 

분야이고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 고,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수 을 업그 이

드시켜 주민과 어르신들의 지도활동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

   1)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

  2009년 생활체육 장 운 은 4월부터 10월까지 학성공원 등 18개소에서 생활체육지

도 18명이 지역주민을 상으로 새천년건강체조, 생활체조, 기공체조 등의 이론과 실

기 기술을 지도하여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 다. 

   2)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2009년 클럽 항 청소년 생활체육 회는 축구, 농구, 풋살, 족구 등 10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158  1,50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 고 지역 청소년들의 체력향상

과 건 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 다. 

클럽 항 청소년 생체 회 결과

[표 Ⅱ-6-27]                                                                 (단 ：개소, 명)

구    분 개 소 수 참가 참가인원 종  목

계 10 158 1,504

    구 2 26 355 축구, 농구

남    구 2 29 462 축구, 농구

동    구 2 66 312 풋살, 농구

북    구 2 15 175 축구, 농구

울 주 군 2 22 200 축구, 족구

3)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 

  2009년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 은 배드민턴, 승마, 배구, 탁구, 생활체조 등 종목별 

경기장 20개소에서 실시하여 지역여성 26,567명에게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

다. 이는 여성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의 활력소 제공, 여성의 여가선용, 정서 함

양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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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활체육 강좌 운  실

[표 Ⅱ-6-28]                                                                 (단 ：개소, 명)

구   분 개소수 참가인원    로   그   램

계 20 26,567

  구 4 7,458  배드민턴, 승마, 생활체조, 탁구

남  구 4 4,043  배구, 밸리 스, 축구, 족구

동  구 4 3,392  배드민턴, 라틴 스, 테니스, 탁구

북  구 4 4,177  배구, 축구, 배드민턴, 족구

울주군 4 7,497  배구, 생활체조, 게이트볼, 축구

4)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2009년 크리에이션교실 운 은 울산 학교 체육  등에서 해양 스포츠, 건

강체조, 워워킹, 뉴 스포츠 등에 한 이론  실기 강습회를 주민 2,4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시민에게 건 한 취미생활과 건강한 삶 는 물론 생활의 활

력소를 제고하 고,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 변 확 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

진에 기여하 다. 

크리에이션교실 운  실

[표 Ⅱ-6-29]                                                                       (단 ：명)

주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운 로그램

시생활체육회
2009. 8.22～

2009.9.20
울산 학교 체육  

 울산시 근교 2,400
크리에이션 이론 
 실습 강습회

5)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운영

  2009년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5월 9일 1일간 종하체육  외 종목별경기장

에서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국학기공, 배드민턴, 스스포츠, 생활체조 등 어르신 

8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울산 어르신들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 활성을 도

모하 다. 

울산 어르신생활체육 회 결과

[표 Ⅱ-6-30]                                                                       (단 ：명)

계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국학기공 배드민턴 스스포츠 생활체조 

814 80 65 72 285 126 9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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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10년 업무계획

  1)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참여 활성화

  울산 역시장배 생활체육 회는 시장배 검도 회 등 23개 회 11,600여명이, 

국규모 국민 생활체육 회는 문화체육 부장 기 당구 회 등 5개 회에 

7,500여명이,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회는 제2회 연합회장기 축구 회 등 28개 

회에 10,370명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연  개최하여 시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 다.

  시민의 날 기념 시민생활체육 회, 울산 컵 PWA 세계 드서핑 회, 국 국

민생활체육 축  참가, 국 어르신 생활체육 회 참가는 2009년 보다 참여인

원 등 규모를 확  참가(개최)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에 증진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생활체육지도자․노인 담 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배치․운 , 생활체육지

도자 강습회 사업은 년도 보다 규모를 확 하거나 같은 규모로 운 할 계획이

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50명과 노인 담 생활체육지도자 8명의 배치지역은 

년도와 같은 장소에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이론  실기를 지도하

고, 스포츠강사 배치․운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는 새로운 로그램 개발, 참

여인원 확  운  등으로 시책목표인 생활체육활성화  변확 를 하여 2010

년도 역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장 상설운 , 클럽 항 청소년 생활체육 회, 여성생활체육 강좌․

크리에이션 교실 운 은 2009년과 동일한 규모로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울산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년보다 참여규모가 150여명이 늘어난 960명이 참

여한 가운데 종목별경기장에서 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 변

을 확 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 한 여가선용과 가족의 행복  건강한 사회건설

에 지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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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지원

▪집필 ❙체육지원과 회지원담당 성형수

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

  2008년 2월 1일 울산 역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고, 장애인 문체육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7년 11월 29일 문화체육 부가 마련한 국 체육정책 평가회에서 

문체육과 장애인체육의 통합운  사례를 발표하여 호응을 얻는 등 문체육과 

함께하는 장애인체육을 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 등 장애

인체육 발 에 기여하고 있다.

 1) 장애인육상 실업팀 운영

  2007년 10월 19일 육상 필드와 트랙 종목에 총 5명(감독 1,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육상 실업 을 국 최 로 창단하 다. 

  육상 실업  창단과 운 을 계기로 장애인 문체육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

상과 꿈나무 발굴․육성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에 념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여 장애인 문체육의 기틀을 마련하 다.

국 장애인체육 회 실

[표 Ⅱ-6-31]

구분 제26회
장애인체

제27회
장애인체

제28회
장애인체

제29회
장애인체

세부
종목

트랙
(400,800,1500m)

필드
(포환,창․원반)

트랙
(100,200,400,800,1500m)

필드
(포환,창․원반)

트랙
(100,200,400m)

필드
(포환,원반,창던지기)

필드
(포환,원반,창던

지기))

성  7, 은 5, 동 17  8, 은 5, 동 9  4, 은 4  6, 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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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009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동천체육  등 내 경기장에서 배드민턴, 탁구, 론볼 등 10개 종목에 

지역동호인 등 총 2,200명이 참석하는 2009 장애인생활체육 회를 개최하 다.

  이러한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동호회를 육성시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제6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참가

  2009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 외 2개소에서 제6회 국장애인 동계체육 회가 

개최되었다. 우리시는 번 회에 스키, 컬링 2개 종목에 선수, 임원 등 총 20명

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은메달 1개, 종합순  12 의 성 을 거두었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장애인 동계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울산시의 

상을 높이고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고 있다.

 4) 2009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2009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라남도 일원에서 2009 국국민

생활체육 축 이 개최되었다. 우리시는 번 회에 탁구, 볼링, 배드민턴, 론

볼 등 6개 종목에 선수, 임원 등 총 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 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규모의 장애인 생활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장

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고 있다.

 5) 제29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참가

  2009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

회의 후원으로 라남도 일원에서 제29회 장애인 국체육 회가 개최되었다. 

우리시는 번 회에 21개에 종목 선수, 임원 등 총 428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여 역  최고의 성 을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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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이러한 장애인 국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울산시의 상

을 높이고 장애인 스포츠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고 

있다.

제29회 국장애인체육 회 실

[표 Ⅱ-6-32]                                                                      (단  : 개)

종합순  득  
메  달  획  득    황

계 은 동

11 78,412 127 43 44 40

 6) 2009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라남도 일원에서 2009 국장애학생체육 회가 개최되었다. 우리시는 

번 회에 배구, 수  등 5개 종목에 선수, 임원 등 총 53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여  4, 은 6, 동 3의 메달을 획득하 다.

  우리시는 장애인학생의 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장애 청소년의 체육 

진흥과 건 한 육성  재활의지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나. 로스포츠 등 활성화 추진

  울산을 연고로 하면서 재 활동 인 로스포츠 구단은 축구 종목에 울산 

호랑이 축구단과 미포조선 돌고래축구단 2개 , 농구 종목에 울산모비스

피버스 농구단 1개 이 있다. 

  이러한 울산을 연고로 활동 인 로스포츠 구단의 원만한 운 과 회 우승, 

그리고 많은  동원을 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운  지원을 

하여 문수경기장, 종합운동장, 동천체육 의 체육시설을 무상이용토록 하 고, 

매 경기시 입장료 수입 감면(20% → 10% 약) 등의 조치를 취하 다. 

  그리고  확보를 한 집 홍보 수막 지정 게시  확보 제공, 환경  주

요도로  이용 지원, 시정 소식지, 반상회 등 홍보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

고 있다. 매년 체육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하여 직․간 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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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리시의 지원으로 호랑이 축구단은 1983년 창단후 지 까지 우승 

2회, 우승 8회, 미포조선 돌고래축구단은 1998년 창단후 지 까지  우승 

13회, 우승 10회, 울산모비스피버스농구단은 1996 창단후 매 시즌마다 우승 

는 우승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년 2009~2010시즌에서는 정규리

그 우승과 챔피언 결정  우승으로 통합우승을 거두는 등 모든 로구단이 명

문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 국  국제 회 개최  유치 추진

1) 2009 울산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태화강 일원(태화교⇔울산교)에서 15

개국 1,077명이 참가한 2009 울산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 회를 개최하 다. 번 

드래곤보트 경기 회 종목은 200m, 500m, 2,000m 3개 종목에 주니어(남,녀, 혼합), 

시니어(남,녀, 혼합), 마스터즈(남,녀, 혼합)의 분야로 나 어 경쟁하 다. 

  회일정은 2009년 7월 9일은 심 시험,  리더 회의, 심 회의 등, 7월 10일은 

200m 경기, 시상식, 개회식  축하공연(19:00~), 7월 11일은 500m 경기, 시상식, 

선수단 친교의 밤(19:00~), 마지막 날인 7월 12일은 2,000m 경기, 시상식, 종합시상 

 폐회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번 회는 울산 역시의 독자 인 기획과 산으로 추진한 최 의 국제 회

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09 울산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 회이며, 회

기간 동안 선수들과 시민, 람객은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모한 태

화강 일원에서 “화합과 친목”의 뜻을 함께 나 며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

을 남겼으며 회의 성공은 담당부서와  부서가 조체제를 확실히 하 고, 시

민, 사회단체, 자원 사자 등이 극 동참한 결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국제카 연맹 호세페루 나 회장으로부터 태화강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드래곤 보트 경기장이며 도심한가운데 자연하천에서 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 

황홀하다고 언론을 통하여 감동을 표 , 한 이번 회를 환경과 서비스, 선수단

지원 측면에서 울산 회가 역  회  최고라는 평가하 다.

  이번 회의 성공 개최에 따라 어느 때 보다 110만 시민의 자 심을 높일 수 있

었으며, 이번 회를 계기로 생태환경도시 울산과 맑고 깨끗한 태화강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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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80개국 737명이 

참가한 2009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 회를 울산 역시, 울산 역시 남구, 한양궁

회 주 으로 개최하 다.

  번 경기 회 종목은 리커 , 컴 운드, 남․여 개인  단체  종목으로 나

어 경쟁하 다. 9일간 문수국제양궁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번 회에서 한국 양

궁은 리커  부분 남, 여 단체   개인 에서 각각 메달을 획득하고 컴 운드 

부문 여자 단체 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4개, 은 3개의 메달을 획득

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세계최강임을 재확인하 다. 뒤를 이어 컴 운드 부문

에서 메달을 획득한 러시아가 2 , 미국이 3 를 차지하 다.

  번 회를 통하여 지역 으로 울산시와 울산시 남구를 국, 내외에 리 알려 

도시 랜드 가치를 높 으며, 선수단이 회 기간 동안 울산에 머물면서 숙박, 쇼

핑 등 340억원 이상의 집 인 경제 효과와 지역 기업체, 울산의 이미지 홍보 

등 간  효과를 더하면 실질 인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울산발

연구원 분석 340억원 이상)

 라. 2010년 업무계획

  1) 장애인체육 활성화

  올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하여 장애인 문체육 기반조성(가맹경기단체 

확 설립(13개⇒15개(육상, 수 ), 학교체육 특수학교(학 ) 활성화 추진(3개교 5

종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지도자 장 활동(5명), 동호회클

럽 운 강화, 생활체육 교실운 ( 로그램 보 ,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과 통종

목(씨름)  계 스포츠(스킨스쿠버)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 규모로 개최되는 국 장애인동계체 (1/26～1/29), 국국민생활

체육 축 (4/23～4/25), 장애학생체육 회(6/15～6/18), 국 장애인체육 회 

(9/6～9/10) 등의 장애인체육 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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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로스포츠 등 활성화 추진

  로스포츠 활성화를 하여 입장료 수입 감면 조치(20% → 10% 약)지속과 

 확보를 한 홍보 지원으로 수막 지정 게시  제공, 환경  주요도로 

 이용 문자 표출 지원,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 단말기를 통한 문자 표출 지원, 

시정 소식지, 반상회 등 홍보자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들의 경

기력 향상을 하여 이용 인 체육 시설에 한 시설물 유지․보수 개선사업

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 추진

  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회 시 한국  선 ( 6/12 그리스, 6/17 

아르헨티나, 6/23 나이지리아)을 한 응원 을 문수호반 장에서 형 스크린 

경기 계, 응원   이벤트 행사 등을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FIFA 월드컵 회와 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인 2022 FIFA 월드컵 

유치를 한 문수월드컵경기장  내 연습장 사용 지원 등 우리시의 극

인 지원과 유치 시 개최도시로 선정되기 하여 개최  유치 의향서를 제출

할 계획이며, 매년 진하해수욕장에서 7월 하순경 개최 정인 2010 울산 세계

여자비치발리볼 회의 원활한 개최를 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  의 국제(세계) 회 유치를 한 ․장기 계획 수립과 실내

아시아 경기 회, 비치아시아경기 회, 아시아수 선수권 회 등 울산시의 국제도

시로써의 상에 걸맞는 국제 회 유치를 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