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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육진흥

1. 체육정책

가. 전문체육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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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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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로 하는 체육활동이다.이를 해서는 기본 으로 문체육 시설확보,우수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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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이고 체계 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울산 실업 은 20개 종목에 24개 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177명의 선수단

으로 구성되어 있다.매년 국체 각종 국 회,세계 회에 참가하여 울산

체육의 발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운동경기부(실업 )총

구 분 계 시청 구군청 체육회 일반실업

수 24개 5개 5개 9개 5개

인 원

(선수/지도자)

177명

(146/31)

38명

(30/8)

38명

(34/4)

47명

(39/8)

54명

(43/11)

○ 시청 구․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시 청 구․군청

계 육상 펜싱 역도 사이클 카 계
구

(체조)
남구
(양궁)

동구
(씨름)

북구
(사격)

울주군
(볼링)

38명

(30/8)

7명

(5/2)

6명

(5/1)

8명

(6/2)

10명

(8/2)

7명

(6/1)

38명

(34/4)

5명

(5/0)

6명

(6/0)

10명

(8/2)

10명

(9/1)

7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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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실업 (선수/지도자)

계 수 슬링 볼링 사격 복싱 보디빌딩 근 5종 세 타크로 인라인롤러

47명

(39/8)

7명

(6/1)

3명

(2/1)

7명

(6/1)

7명

(5/2)

4명

(3/1)

5명

(4/1)

3명

(3/0)

10명

(9/1)

1명

(1/0)

○ 기업체 실업 (선수/지도자)

계
경동도시가스
(테니스,여)

해상
(테니스,남)

미포조선
(축구)

모비스
(양궁)

에스오일
(탁구)

54명
(43/11)

4명
(3/1)

6명
(4/2)

32명
(28/4)

6명
(4/2)

6명
(4/2)

   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92

회 국체육 회에 육상 등 40종목에 953명(임원 279,선수 674)이 참가하여

21,284 을 획득하여 종합순 15 를 차지하 고,메달은 125개( 44,은 37,동

44)를 획득하여 메달순 11 를 하 다.

〈연도별 종합성적 및 메달획득현황〉

연도별 개최지 참가인원 득
순

(메달순 )

메달 획득 황

계 은 동

2011
경기도일원

(고양시)

953명

(선수674,임원279)
21,284

15

(11 )
125 44 37 44

2010
경남일원

(진주시)

959명

(선수 687,임원272)
20,268

15

(15 )
113 31 30 52

2009 역시
962명

(선수689,임원273)
24,345

15

(12 )
121 39 43 39

   3) 제40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011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

40회 국소년체육 회에 등부는 육상 등 17종목, 등부는 육상 등 33종목에

총 879명(임원 305,선수 574)이 참가하여 72개( 32,은 17,동 23)의 메달을 획득

하여 5 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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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종합성적 및 메달획득현황〉

연도별 개최지 참가인원 순
메달 획득 황

계 은 동

2011
경남일원

(진주시)

879명

(선수574,임원305)
5 72 32 17 23

2010 역시
861명

(선수 569,임원292)
14 58 15 18 25

2009
남일원

(여수시)

844명

(선수556,임원288)
13 47 15 8 24

   4) 제92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참가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강원도 등에서 개최된 제92회 국 동

계체육 회에 3종목(빙상,스키,컬링)26명(임원 10,선수 16)이 참가하여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15 를 하 다.

〈연도별 종합성적 및 메달 획득현황〉

연도별 개최지 참가인원 득
순

(메달순 )

메달 획득 황

계 은 동

2011
강원도 등

4개지역

26명

(선수16,임원10)
79

15

(14 )
2 - 2 -

2010
강원도 등

3개지역

17명

(선수10,임원7)
62

15

(12 )
2 2 - -

2009 강원도,경북
19명

(선수12,임원7)
95

15

(14 )
- - - -

   5) 전국대회 개최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국에 홍보하기 하여 태화강에서 일산해수욕장으로 자

리를 변경한 울산 국 바다핀수 회를 비롯한 6개의 회를 개최하여 국 각

시도의 7,845명 선수가 참가하여 우리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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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개최실적〉
(단 ：명)

회 명 기 간 참가인원 장 소

6개 회 7,845

울산신문사배 국 탁구 회 2.25.~2.26. 2,000 동천체육

제22회 문화체육 부장 배

국 학 생 볼 링 회
7.15.~7.25. 1,050 온산볼링장 외2

울 산 국 바 다 핀 수 회 7.24 2,003 일산해수욕장

제5회울산 국꿈나무아쿠아슬론 회 9.25. 750 문수실내수 장일원

남 알 스 억 새 축 제 10.1~10..2 1,200 신불산 일원

제6회 시장기 남여궁도 회 11.19.~11.21. 842 문수 궁도장

   6)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

지역 체육발 과 시민 건강증진을 해 국 규모의 회 시장기 회를 유치․

개최하는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회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2011년에는 28

개 회 12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성공 회개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 다.

   7) 학교체육 육성 지원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 우수 선수의 타지역 유출 방지를 한 실업 으로의 연계

육성을 목표로 체육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우수선수 육성을 하여

연간 4억 3,500만원을 지원하 고 우수지도자 24명에게 5억 9,900만원을 지원하 다.

나. 2011 울산고래축제

2011울산고래축제는 태화강 물축제를 흡수 통합하여 5월 26일에서 5월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생태하천 태화강과 고래잡이 진기지 던 장생포에서 6개 분야 40

개 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양하게 펼쳐진 가운데 40만명의 람객이 방문하 으

며,특히 한민국 문화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울산의 상을 국․내외에 리

알리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주요 실 으로는 독창 인 로그램 개발을 해 킬러 로그램이 도입되고

객 유입을 한 고래 크루즈 등 로그램의 활발한 운 과 선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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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민이 직 참여하는 로그램을 확 하 을 뿐 아니라 태화강 물축제와 통

합함으로써 축제 규모가 확 되는 성과를 창출하 다.

다. 2012년 업무계획

   1) 전문체육 육성 

시 운동경기부 실업 ,구․군 운동경기부 등 19개 에 한 우수선수 입

선수 재계약 등 선수 구성 조정과 재정비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정이며

지속 인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로 엘리트 체

육 발 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2)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2012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될 제41

회 국소년체육 회에 선수 임원 등 75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10월 11일부

터 17일까지 7일간 구 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3회 국체육 회에도 980여

명이 참가할 정으로 국 회 참가를 통해 체육발 은 물론 우리시의 우수선수

를 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 전국대회 개최

클라이 선수권 회 국 울산 바다핀수 회 등 7개의 국 회 개최로

명품도시 울산을 국에 홍보하고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참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4) 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학교체육 육성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증진시키기 하여 가맹경기

단체에서 주 하는 각종행사를 극 지원하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학교체육

의 효율 추진을 하여 선수 지도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5) 20 12 울산고래축제

2012울산고래축제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에 거쳐 태화강과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되며,리얼선사체험 인 족장맘 로 와 축제장을 돌며 퍼 이드 하는

 춤추는 고래 등 표 로그램을 집 육성하는 한편 고래바다 여행선과 시민극단

등 람객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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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 

소득 향상과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생

활체육도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각종 회의 개최와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

육 동호인의 변확 를 해 많은 노력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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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가.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참여 활성화 

   1)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시장배 생활체육 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등 종목별 경기장

에서 마라톤,족구,볼링,농구,검도,택견,탁구,축구,테니스,배드민턴,야구,국

학기공,생활체조,배구,게이트볼,패러 라이딩,인라인,당구,풋살,보디빌딩 등

24개 회가 생활체육동호인 20,87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울산 생화체육활

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 다.

   2)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종하체육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테니스,풋살,볼링,생활체조,패러 라이딩, 크리에이션,라켓볼,당구,축구,합

기도,족구,농구,육상,택견,스킨스쿠버,게이트볼,배구,스쿼시,탁구, 드서핑,

배드민턴,보디빌딩,검도,낚시, 넘기, 스스포츠,팔씨름,이순테니스 회 등

29개 회가 개최되어 생활체육동호인만 해도 11,983명이 참여하는 등 시장배와

더불어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의 변 확 에 기여하 다.

   3) 전국규모 국민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국규모 생활체육 종목별 회는 국체 회장배볼링,울산마라톤,울산 산악

마라톤,경상커 마라톤,울산인권마라톤,문화체육 부장 기볼링,통일축구

회 등을 개최하 으며, 국에서 13,000명이 참가하여 산업수도이자 생태도시인 울

산을 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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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국 각지에서 개최된 통령배와 국무총리,장 기 회에 축구,족구,게이트

볼,당구,육상,탁구,야구, 드서핑,합기도,국학기공,배구,생활체조,보디빌딩,

테니스,배드민턴,패러 라이딩 등 23개 종목에 37개 회에 참가하여 울산체육의

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 시민의 날 기념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2011년 시민의 날 기념 제14회 시민생활체육 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4개 종목(정식17,시범2, 시5)에,2,500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회 결과는 1 남구,2 동구,3 북구가 차

지하 다.

〈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구 분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종합순 동상 1 2 3 화합상

   6) 20 11 울산 컵 PW A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 

울산 컵 PWA진하 세계 드서핑 회는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하해수

욕장에서 30개국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 다. 회 결과는 Slalom63(Men)

부에서 스 스 선수인 DunkerbeckBjorn와 Slalom63(Women)에서는 랑스 선수

인 ArrighettiValerie가 각각 1 를 차지하 으며,RSX(국가 표 선발 )에서는 거

제시청 김형권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다.그리고 이 회는 PWA가 주최하고 아

시아에서 열리는 유일한 회로 울산의 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웅비하는 울산

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윈드서핑대회 개최실적〉

구 분 순 성 명 국

Slalom63(Men) 1 DunkerbeckBjorn 스 스

Slalom63(Women) 1 ArrighettiValerie 랑스

RS:X(국가 표 선발 ) 1 김 형 권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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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 11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011 국 생활체육 축 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인천 역시 일

원에서 개최 되었다.우리시는 축구,육상,게이트볼,배드민턴,탁구,테니스,볼링,

족구,배구,검도,생활체조,자 거,야구,농구,당구,합기도,풋살,스킨스쿠버,

패러 라이딩,보디빌딩,인라인,국학기공,씨름,택견,낚시,라켓볼,철인3종 등

29종목 764명이 참여하여 육상,족구에서 종합 우승,게이트볼,라켓볼,보디빌딩,

생활체조,스킨스쿠버 종합3 ,당구,승마 종합4 ,노장부 축구,여성부 축구 3

등의 성과를 거두어 스포츠 메카인 울산을 국에 알리는 회가 되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결과〉

종 목 육상,족구
게이트볼,라켓볼,보디빌딩,

생활체조,스킨스쿠버
축구 테니스

결 과 종합 우승 종합3
노장부,여성부

3

남자부,여자부

3

   8) 20 11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011년 국 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역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우리시는 축구,배드민턴,게이트볼,자 거,테니스,국학기

공,볼링,생활체조,장기,바둑,게이트볼,당구,낚시 등 13종목에 340명이 참여

하여 테니스,생활체조에서는 각각 3 를 차지하 으며,자 거에서는 메달 2,

동메달 2,게이트볼에서도 우승 등의 우수한 성 을 거두어 울산 어르신들의 생

활체육 기량과 기술을 국의 동호인에 알리는 회이기도 했다.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실적〉

종 목
테니스

생활체조
자 거 게이트볼 국학기공 볼링

결 과 3
메달 2

동메달 2
우승 건강상 종합5

나.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청소년,가정주부,어르신 등을 상으로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기술 지도를 통

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생활체육인의 변확 를 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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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 사업은 구 10명,남구 10명,동구 10명,북구 8명,울

주군 10명 등 연간 지도자 48명을 구․군별로 배치하 으며,연간 지도횟수는

18,990회이며 참가인원은 459,734명이었다.

   2)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노인 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 은 연간 지도자 10명을 구․군별로 배치하

여 지역 어르신들을 상으로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기술을 지도하 다.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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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은 시 2명, 구 1명,남구 2명,동구 1명,북구 2명,울주군 2명이며,연간 지도

횟수는 4,090회이며 참가인원은 78,969명이었다.

다.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1) 생활체육 광장 운영

생활체육 장 운 은 4월부터 9월까지 학성공원 등 14개소에서 장지도자 14명

이 지역주민을 상으로 새천년건강체조,생활체조,기공체조 등의 이론과 실기

기술을 지도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 다.

   2)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운영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4월 9일 1일간 종하체육 외 종목별경기장에서 축

구,게이트볼,테니스,국학기공,배드민턴,볼링, 스스포츠,생활체조 등 어르신

1,0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울산 어르신들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 활성을

도모하 다.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결과〉
(단 ：명)

계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국학기공 배드민턴 볼링 스스포츠 생활체조

1,056 84 78 201 300 146 35 10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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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년 업무계획

   1)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참여 활성화

울산 역시장배 생활체육 회는 시장배 탁구 회 등 24개 회 21,000여 명이,

국규모 국민생활체육 회는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스쿼시 회 등 9개 회에

11,200여 명이,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회는 제14회 연합회장기 축구 회 등 30개

회에 11,800여 명이 각각 참여할 계획이며, 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연 개최하

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의 날 기념 시민생활체육 회,울산 컵 PWA세계 드서핑 회, 국 생활

체육 축 참가, 국 어르신 생활체육 회 참가는 2010년 보다 참여인원 등 규

모를 확 참가(개최)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밝고 명랑한 사

회건설에 증진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생활체육지도자․노인 담 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배치․운 사업은

년도 보다 규모를 확 하거나 같은 규모로 운 할 계획이다.일반 생활체육 지도

자 48명과 노인 담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의 배치지역은 년도와 같은 장소에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이론 실기를 지도하고,스포츠강사 배치․운

은 새로운 로그램 개발,참여인원 확 운 등으로 시책목표인 생활체육활성

화 변확 를 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울산어르신 생활체육 회는 년보다 참여규모가 44명이 늘어난 1,100명이 참여

한 가운데 종목별경기장에서 회를 개최하며,기타 각종 생활체육 회 로그

램사업에서도 더욱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생

활체육 변을 확 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 한 여가선용과 가족의 행복 건강한

사회건설에 지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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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지원

가. 장애인 체육활성화

2008년 2월 1일 울산 역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장애인 문체육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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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육과 장애인체육의 통합운 사례를 발표하여 호응을 얻는 등 문체육과 함

께하는 장애인체육을 육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 등 장애인체

육 발 에 기여하고 있다.

나. 장애인육상 실업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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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장애인 육상 실업 을 국 최 로 창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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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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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장애인 문체육의 기틀을 마련하 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실적〉

구분
제29회 장애인체

(2009.9.21~ 9.25)

제30회 장애인체

(2010.9.6~ 9.10)

제31회 장애인체

(2011.10.17~ 10.21)

세부

종목

필드

(포환,원반,창던지기)

트랙

(100,200,400,800,1500m)

필드

(포환,창,원반)

트랙

(400,800,1500m)

필드

(포환,창,원반)

성 6,은 5 4,은 7,동 1 9,은 1,동 1

다. 2011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동천체육 등 내 경기장에서 배드민턴,보치아,탁구,육상,체험 로

그램 11개 등 19개 종목에 지역동호인,비장애인 등 총 2,200명이 참석하는 2011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 회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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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애인이 참여하는 어울림생활체육 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

여를 활성화시키고,장애인 동호회를 육성시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인식 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 제8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참가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 외 1개소에서 제5회 국장애인 동계체육 회가

개최되었다.우리시는 번 회에 스키,컬링 2개 종목에 선수,임원 등 총 22명

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메달 3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종합순 11 의 성

을 거두었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장애인 동계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울산시의

상을 높이고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

고 있다.

마. 2011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2011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2011 국장애학생체육 회가 개최되었다.우리시

는 번 회에 육상,수 등 10개 종목에 선수,임원 등 총 151명의 선수단이 참

가하여 26,은 22,동 13의 메달을 획득하 다.

우리시는 장애인학생의 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장애 청소년의 체육 진

흥과 건 한 육성 재활의지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바. 2011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2011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인천 역시 일원에서 2011 국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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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개 종목에 선수,임원 등 총 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 다.

우리시는 이러한 국규모의 장애인 생활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장애

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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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31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참가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문화체육 부, 한장애인체육회

의 후원으로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제31회 장애인 국체육 회가 개최되었다.우

리시는 번 회에 23개 종목에 선수,임원 등 총 453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

합순 10 로서 메달순 6 로 역 최고의 성 을 달성하 다.

우리시는 이러한 장애인 국체육 회 참가와 지원을 통하여 울산시의 상을

높이고 장애인 스포츠의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스포츠 발 에 기여하고 있다.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적〉
(단 ：개)

종합순 득
메 달 획 득 황

계 은 동

10 95,425 144 65 44 35

아. 프로스포츠 등 활성화 추진

울산을 연고로 하면서 재 활동 인 스포츠 구단은 3개로써 로축구에 울산

축구단, 로농구에 울산모비스 피버스 로농구단,실업축구에 울산 미포

조선 돌고래축구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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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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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축구단은 1983년 창단 후 지 까지 우승 2회, 우승 9회의 성 으로

 축구 메카 울산 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하며 명문구단으로서의 상을 높여

왔다.

실업축구인 미포조선돌고래축구단 한 1998년 창단 후 지 까지 우승 14

회, 우승 10회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2011년은 챔피언결승 통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강 의 면모를 과시했다.

울산모비스피버스 로농구단은 1986년 창단 후 정규리그 우승 5회,챔피언결정

3회 우승을 거두며 명문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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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국 국제 회를 유치․개최하여 체육진흥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

하 고, 외 으로는 문화․생태환경도시 울산을 홍보하는데 기여하 다.

〈전국대회 개최실적〉
(단 ：명)

회 명 기 간 참가인원 장 소

3개 회 2,322

제 83회 동 아 수 회 4.22.~4.26. 1,435 문수실내수 장

울 산 단 오 장 사 씨 름 회 6.3.~6.6. 167 동천체육

제51회 국단별검도선수권 회 7.30.~7.31. 720 동천체육

〈국제대회 개최실적〉
(단 :명)

회 명 기 간 참가인원 장 소

3개 회 32,370

올림픽축구국가 표 친선경기 3.27. 32,000 문수축구경기장

울산PWA진하세계 드서핑 회 5.14.~5.22.
3개국

350
진하해수욕장

울산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 회 8.3.~8.5.
9개국

10 20
진하해수욕장

차. 2012년 업무계획

   1) 장애인 체육 활성화

올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하여 장애인 문체육 기반조성(가맹경기단체 확

설립 17개⇒20개(축구,당구,검도),학교체육 특수학교(학 )활성화 추진(3개교 5

종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장애인 생활체육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지도자 장 활동(7명),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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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종목(씨름) 계 스포츠(스킨스쿠버)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 규모로 개최되는 국 장애인동계체 (2월 28일 ~3월 2일), 국국민

생활체육 축 (5월 11일 ~5월 13일),장애학생체육 회(5월 1일 ~5월 4일), 국 장

애인체육 회 (10월 8일 ~10월 1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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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공시설 등 안내,시정 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

다.아울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하여 이용 인 체육 시설에 한 시설물 유

지․보수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국 회는 제84회 동아수 회(4월19일 ~4월23일,문수실내수 장)가 개최된

다.2012울산 진하 세계 드서핑 회(5월 5일~5월 11일)와 2012울산 진하 세계

여자비치발리볼 회(8월14일~8월 17일)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