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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과 유치환경

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 간의 연계 추진. 둘째, 강점/위협(ST)은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과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 셋째, 약점/기회(WO)는 낙후된 스포츠시설 재정비 및 신축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전략적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넷째, 약점/위협

(WT)은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및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주제어 : 환경분석,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략, 공동유치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attract visitors by analyzing the justification for hosting the 2027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Korea, as well as by asses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Using Environmental Analysis as the diagnostic approach, we focus 

on strength/opportunity (SO), strength/threat (ST), weakness/opportunity (WO), and weakness/threat (WT) 

analyses. SO analysis show that a matching strategy of mid- to long-term cooperation among the four cities 

and provinces in Chungcheong and development of local sports by promoting its linkages to science, and 

industry offer best strategic use-value. ST analysis shows that optim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management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non-face-to-face engagement mak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ssible. WO analysis shows the need for rearrangement and renovation of 

outdated sports facilities, development of programs linked to convergence sports tourism products, efficient 

and strategic attraction activities,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bed town cities. WT analysis 

suggests that the im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due to expansion of sports facilities, insufficient 

cultural contents in tourism, and tourism demand fluctuation are potential problems. Follow-up studies can 

focus on deeper analysis of the possibility and attractiveness of hosting the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Korea us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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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오고 있다. 신체

접촉이나 대면이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스포츠 분야와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기존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정체 현상은 자연스레 스포츠 

콘텐츠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전 세계의 스

포츠 및 스포츠산업 전반에 침체라는 위기를 발생시켰다[1]. 

지난 2012년 행정수도 세종시의 출범은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예상처럼 세종시는 대전(27.2%), 충남(13.8%), 

충북(8.5%) 등과 같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 유

입을 가져오면서[2] 충청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입은 

오히려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소도시의 

자생기능을 떨어트리는 등 오히려 지역경제 어려움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충청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각성

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전의 출발

을 위한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를 기점

으로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왔다[3]. 특히 여러 국내·외 지자체

들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왔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과 강원도의 환경적 

강점을 활용한 통합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의

일환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개최한 사례가 

있다[4].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기장 등의 스포츠 시설물 건설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 및 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직접 지출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s), 관광객들의 직접 지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의

비즈니스 사이의 거래를 통해 상승하는 간접효과

(indirect effects) 그리고 관광객들의 직접 지출 때문

에 증가한 급여가 전체 소비 활동의 증가 효과로 이어

지는 유발효과(induced effects)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최 국가와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개

최 도시 및 국가의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파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5]. 이처럼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외 개최 가

능한 도시들 간의 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충청은 행정수도 및 인구 550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대

응을 하지 못한 채 지역 스포츠 및 관련 산업 발전 경쟁

에 뒤처져 있었다. 그 사이 다른 국내·외 지차체들은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대회 유치

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충청권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세계 최초로 공동유치하려 한

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충

청권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후보 도시로 선정되어 

올 10월 최종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유치전에 본격 돌

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충청권 도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제적 인지도로 인해 저평가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으

로 인한 고령화, 도시의 베드타운화, 지역별 경제성장률

의 높은 편차, 높은 물가상승률 등은 지역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지역적 과제해결에 

있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자본투입, 시

설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충청

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새로운 성

장 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개최는 단일 지역을 

넘어 ‘하나의 권역’으로의 충청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모범적 선례 및 지역과 사회 

통합·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권 발전의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다[6]. 또한 충청권은 백제문화 

유산의 중심인 충남, 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 전통무예

의 고장 충북 그리고 젊은 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보유

하고 있을 만큼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충분

한 지역으로서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 유치를 계기로 

사회적 통합과 한층 더 발전된 경제력으로 새로운 발전

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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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에서 환경

분석 및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에 대한 환

경분석과 전략 연구’[7],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 활

성화 전략 연구’[8], ‘지역 스포츠관광 발굴 연구’[9], ‘경

정사업의 경영전략 방향’[10], ‘지역사회 발전과 스포츠

산업 추진 전략’[11], ‘실버 스포츠산업 육성방안’[12]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 이처럼 SWOT 환경분

석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 및 협회의 경영 전략, 

지역 및 특정 분야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관련한 마케팅 

측면의 연구들로 연구되어 온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해서 환경분

석 및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

치 환경분석과 전략’[4]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을 뿐, 내

외적인 환경분석을 통한 대회 유치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SWOT 분석법을 통해 충청권 시도의 최초 국제대회 유

치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경분석을 위한 적용한 SWOT 분석은 

내부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조

직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이라는 4가지 

각 영역에서 특정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2×2 메

트릭스’ 형태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과 

의사결정 사항에서 조직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이다. SWOT 분석은 다양한 기법과 연

계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전략계획의 중요 준거점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 요인의 비

교를 통하여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전략의 방향성 제시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도움

을 주고 있다[13]. 이러한 SWOT 분석의 유용성은 국

내·외 도시들이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열망과 노력

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충청권이 안고 있는 약점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

향 모색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팬데믹 극복 및 글로벌 대학스포츠의 활성화 등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수 있다. 대학스포츠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포츠 인

프라의 확장 특히,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수를 

비롯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

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토의 중심으

로 급성장하는 충청권 공조로 세계 종합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강호축 중심권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

을 것이다[6]. 

따라서 공동유치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2027 하계세계대

학경기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유치는 우리나라 스포

츠에 대한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보다 균형적으로 발

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공동유치에 대한 환경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대회 

유치 당위성의 의미를 밝히고, 유치환경을 분석한 토대

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유치전략

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 

확산과 유치환경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확장된 유치 전략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에 따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유치 및 개최 당위성. 둘째, 2027 충청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내·외적 환경분석. 셋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

성화 전략 모색으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계획의 성공

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

[14]. 또한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시, 대전시)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발표한 관련 보고서[6], 

문헌, 발표된 기사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본론

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 분석

2.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당위성

세계대학경기대회는 19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학생 경기 대회가 효시이며, 유니버시아드란 명칭

은 1959년 제1회 이태리 토리노 대회부터 사용되었다. 

2021년부터 대회 명칭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336

대학경기대회로 변경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FISU 세계

대학경기대회(FISU World University Games)이다. 

FISU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약자로 프랑스어로 Feder

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이며,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

eration이다. 세계대학경기대회는 매 2년을 주기로 개

최되며, 최근 제28회 2015 광주 하계세계대학경기대

회가 개최된바 있고, 향후 제31회 중국, 제32회 러시

아, 제33회 독일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가 예정되

어 있다. 지난 30번 개최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유럽 17회, 아시아 9회, 아메리카 4회, 우리나라는 이

미 2회(대구, 광주) 개최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15]. 이

처럼 유럽에서의 개최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 스포츠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최 대

륙별 안배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계세계대학경

기대회뿐만 아니라 종목별 국제대회들도 대륙별 순환 

및 안배를 통한 개최의 당위성 논리가 부각되고 있다.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당위성으

로서는 크게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

다. 우선 국가적 측면에서의 언급으로는 첫째,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촉

발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

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경제 대국의 꿈을 일으

키려 했던 일본의 전략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해졌으며, K-방역과 K-POP의 열풍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착실히 높아져 왔다는 관점에서 유

치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한 국가

의 국력은 지방 시도가 가진 역량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결국 각 도

시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몇 

개의 도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 즉, 도시 브랜드 제고로 국제경쟁력

을 갖춘 도시로의 성장은 지역과 국가 모두의 동반 성

장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이다. 대한민

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충청

권은 국토의 중심 지역이자 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배

후지임에도 그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특

히 국제적 브랜드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는 대한민국

의 국제경쟁력을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청권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스포츠 관련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낙후 정

도가 심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새로운 스포츠 인

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최의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측면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당위성으로서는 첫째,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필요

성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단기

간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하나

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4차 산업이 선도할 

미래사회에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지속가

능성은 국제적 지명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에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지역의 미래 생

존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충청

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높은 잠재력

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인지도가 낮기 때

문에 그 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기존 국내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니버서시아드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만 개최되어[6] 오면서 지역경제 불

균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라

는 기회를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충청권의 가능성이다. 충청권은 접근성 측면에서 수

도권 인접 지역으로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을 보유하

고 있고, 인프라 측면에서 대학, 연구단지, 산업단지 내

에 클러스터 등 한국의 학술·연구 중심지이며, 친환경 

생태 산업의 중심지로서 저탄소 중심사회에 대비한 차

세대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즉,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

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대회 공동유치는 지자체 재정 

및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기여하

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유치 사전타당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28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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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9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관련 인프

라 확충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등

과 같은 간접효과 등을 더하면 충청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개최

의 당위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강점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보

고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첫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

적 역량의 확보이다. 충청권은 2018년 지역 내 총생산

(GRDP) 240조이며, 2020년 재정규모 약 19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다. 

특히 공동개최로 경기장 신축 및 재정비를 위해 4개 

시·도당 지방비에서 약 767억원 부담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충청권 4개 시·도 비용 분담은 중앙정보 및 지방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통해 국내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장제3조 참조).

이와 더불어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

추가 부담 없이, 기업후원 및 마케팅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충청권에 대한민국 10대 대

기업 중 7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LG화학, 롯데, 한화 등)이 소재하고 있어 충분히 

기업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재정적 역량 측면에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대회를 공동개최해 

저비용·고효율 대회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대회 개최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교통·통신·

숙박) 구축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

하여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도로(경부·중부·서해안·호남·

중앙고속도로 등), 철도(KTX경부·SRT중부·KTX호남·SRT

호남고속선, 강경선, 충북선, 장항선 등), 항공(청주국제

공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철도·항

공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한 추가 신

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7 충청 하

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듯 충청 

메가시티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전을 위해 대학스

포츠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

수를 비롯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즉, 첨단기술 

미래에 도전하는 대회를 지향하기 위한 통합미디어센

터(IIMC)에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중계 및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 등을 통한 통신기술의 

인프라를 구축 및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개최 시 가장 중요한 숙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충

청권은 공공·민간 연수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세

종시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숙박 시설을 대거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셋째, 문화·관광 자원의 풍부함이다. 역사적으로 충

청권은 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함에 따라 대회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

권(백제, 중원)의 중심 지역으로 대회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4개 시·도당

의 지역 특장점을 갖춘 대전(과학), 세종(행정), 충북(무

예), 충남(역사)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 새

롭게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관광은 관광 산업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관광과 스포

츠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오늘날 스포츠관광은 관

광의 한 형태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

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IT 기술의 역량과 교육적 역량의 확보이다. 과

학기술의 도시로서 우수한 IT기술을 기반해 대회운영 

기술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다.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활용한 선수 및 관계자 안

전 수송 및 보안을 확보할 수 있으며,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경기 정보 접근성 확보 및 대회 참여자 모두의 

소통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보유를 통해 대회 

운영 관련해 다양한 편의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세계적인 교육도시(89위)로서 좋은 교육 환경과 충

분한 대학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양한 분야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실을 다질 수 

있다.

2.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약점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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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내부적인 약점요인으로는 첫째, 경기시설의 

부족과 노후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충청권의 경우 국제대회 활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

금까지 충청권의 시·도민들이 생활스포츠를 향유 할 기

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여유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16]. 권역별 주요 공공체육

시설 현황 조사[6]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3만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및 5천석 이상

의 실내 체육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타지역과 비교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스포츠

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권은 역사적으로 백제문화

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 충족 및 기존 다양

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

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

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금까지 국제스포츠 이벤트

를 유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어 오지 못한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셋째, 대도시 중심으로 한 베드타운화의 지속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별 경제 성장률 편차가 존재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문제를 안

고 있다. 특히 도심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잘 

발달 된 교통시설로 인해 대도시 주변으로 베드타운 현

상을 촉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서 중요 개

념 중의 하나는 ‘직주근접’이다. 직주근접을 통해 자족

적인 생활권을 영위하여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다[17]. 그러나 충청권은 도시의 자족기능의 상실과 생

활편의시설 및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의 왜곡된 도시 구

조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국제대회 개최 경험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 올림픽,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2002년 하계아시안게임, 

2018년 동계올림픽,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수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대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지난 여러 

대회를 치루면서 많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나, 충청권의 

경우 주도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를 유치해 오면서 참여했던 인력과 시스템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와 개최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자체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4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기회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외부적인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첫째,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함이다. 최근 국제사회

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환경오염 및 재정부담 최소화를 지향

하고 있으며, ‘올림픽 아젠다 2020’에서도 다수 국가·도시

에서의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개최는 올림픽 아젠다를 실현하는 가장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그 효율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아시아

의 세계대학경기대회 확산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회 위상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4].

둘째, 충청권 지역의 중·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경제효과이다. 경기장 및 교통망에 대한 중·

장기적 투자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절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대회기간을 

전후한 관광수입 및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며,

충청권 4개 시·도의 브랜드 파워 향상에 기인된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회 준비 및 사후 활용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회를 낳

을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축제, 박람회 등과 유

사하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에 스포츠 이벤

트 유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측면에서 높

은 기대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

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18]. 

셋째,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경기장 시설의 신축과 재정비를 통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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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 프로스포츠 팀 창단과 충청권으

로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호인을 기반으로 

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각 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사회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스포츠시설을 건립

하였다면,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 및 도시 이미지 개선

을 위한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천과 대구는 스포츠 이

벤트 유치를 통해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킨 사

례가 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의 셰필드는 1991년 세

계학생경기대회(World Student Games)를 유치하기 

위해 약 3020억 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스포츠시설 구

축에 투자하였으며, 맨체스터는 2002 영연방게임(Co

mmonwealth Games)을 유치하기 위해 약 412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19]. 이처럼 국내외 지자체에서 스

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지역에서 미처 개발

되지 못한 평야와 임야를 적극 개발하여 대규모 스포츠

시설을 증축하고 필요한 사회간접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선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20]. 

넷째,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시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다. 국제 교류 해외지자체와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별 연합기구 및 학생교류 기구

의 스포츠 행사 장소 제공[21]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국가 이미지 상승과 같이 지역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역 경제뿐 아니라 홍보수단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22,23].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인지도는 수도

권에 집중되어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유

치는 충청권 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히 전문 

체육 종목들의 경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지역홍보 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20] 충청도 시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5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위협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외부적인 위협요인으로 첫째, 충청권 대도

시 위주의 발전 정책으로 인한 관리 및 개발 불균형의 

지속이다. 현재 충청권 소도시의 쇠퇴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충남과 충북 일부

가 포함된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 아래 17번

째 광역자치단체로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특

히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를 목적으로 중앙행정

기관 및 정부 출현 연구기관들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하면 주변 소도시로

부터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어져 지역 간 균형적인 발

전이 장애가 되고 있다[24].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만 해

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를 예상

하였지만, 오히려 인근 충청권의 중소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관리 및 발전 정책도 세종시와 대전시 등의 대도

시 위주로 이어지면서 그 외 도시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대회 유치는 일시적인 단기경

기 부양효과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외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야기한다[25]. 

둘째, 국내외 도시 간 관광 경쟁 심화로 인해 스포츠 

관광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다. 지자체들은 스포츠 이벤

트 유치가 다양한 가치 및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

통적으로 인식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다른 스포츠산업 분야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도 쉽게 개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차별화 되지 못한 기

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26, 27]. 이러한 차별

화 되지 못한 스포츠 이벤트는 이미 지자체별로 지역축

제 및 행사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변화를 시도

하는 현 상황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위협요

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코로나와 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관심과 참여의 부족 및 정책적 규제이다. 최근 개

최된 도쿄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

한 재정적 손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28]. 

체육·관광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해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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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적 

효과 과대 추정, 경제효과 미약 및 재정지출 부담, 낮은 

경제체감 효과 등이다[29-31]. 즉, 이처럼 스포츠 이벤

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신중론과 비판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

한 감염병의 확산은 더욱 이 같은 문제를 부추길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변이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또다

시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3.1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강점/기회(SO)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강점/기회(SO)의 조합으로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 전략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 전략 

추진이다.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유

치 결과는 우연에 의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고 있다[32]. 즉, 개최 이전에 정부와 유치 도시들 간

에 체계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장

기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세심한 

운영 노력을 기울여야 유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4개 시·도의 최초 공동유치를 추

진하는 만큼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이 중앙 정부 주

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주도적인 

지방단체 운영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단일 도시개최가 아닌 4개 시도의 공동개최

는 이전 어느 대회보다 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 관광상품을 연계하

여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교통 중심지로서 접근 용

이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단순 

대회 반사이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및 역사

에 대한 관심도가 국외에서 중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회

로 삼아 충청권의 미디어 노출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야 하겠다. 

한 사례로 춘천시의 경우, 레저를 도시의 주요 테마

로 삼아 지리적 이동의 접근성 및 호수나 산이 많은 자

연환경을 활용해 수상 및 산악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토착화된 막국수축제,  마임축제,  애

니메이션축제 등 지역 고유의 축제 행사와 연계되어 시

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이벤트는 

단지 유치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

화와 자원과 최대한 결탁하여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20]. 이 같은 충청

권의 공동개최는 최초인 만큼 단편적인 시각에서 전략

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략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33]. 

둘째,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의 

연계 전략이다. 우선 스포츠 시설과 같은 인프라 증대

는 대회 개최 후 비인기 종목의 프로팀 및 실업팀을 창

단하여 향후 국제대회를 위한 유산을 확보하여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종목 선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신축 경기장 구축 및 기존 경기장의 재정

비는 국내‧외 크고 작은 대회 개최와 팀 창단을 통해 사

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 지역 스포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가져와 지

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전략적으로 제도 방안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

다. 특히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

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 역시 생활체육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이 시행되

고 있는 과정에 건강 및 여가의 관심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따라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필

요한 데이터 확보 전략은 시설을 기반하여 구축이 가능

할 수 있다. 즉, 스포츠‧과학‧산업을 연계 가능한 새로운 

정책 전략 수립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생활체육 참

여 형태의 동태 파악, 체육참여 효과의 계량화, 요인별

(연령별, 성별, 코호트 등) 효과 구분이 가능할 수 있어 

지역 스포츠의 다양화와 발전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효

과성을 높일 수 있다[34].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우수한 충청권 지역 대학교를 

기반으로 스포츠과학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미래 스포

츠과학 전문가 양성 및 선수 경기력 향상 그리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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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스포츠 관련 ICT·빅데이터 산업 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스포츠‧과학‧산업을 연계한 학과 설립은 

미래를 준비하는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을 꾀함은 물론,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

[33]. 다시 말해 문화‧관광만이 아닌 새로운 혁신 스포

츠산업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3.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강점/위협(ST)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강점/위협(ST)의 조합으로 환경의 위협요인을 강점으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전환전략으로 첫째, 하계세계대

학경기대회 관련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

형 발전이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주변 중소도시로

부터의 인구 유입에 증가와 대도시 위주의 발전 정책으

로 지역 간 고른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다.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확충

될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는 정주 여건의 향상은 도시 

및 지역 활성화와 균형적 경제발전 등 다방면에서의 파

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대회 유치

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차

별화된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 및 국내외에서 경쟁우위의 차별화 전략으로 특성

화된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별 

이미지개발과 고객지향 마케팅 마인드로 전환이 시급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표시장의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35]. 결국 스포츠 이벤트 관련 여러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요인을 높이는 것은 대회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관

광객의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지역 홍보효과 및 스포츠관광 경쟁에서 우위를 선

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36, 37]. 따라서 스포츠 이벤

트를 통한 기존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존 관광·문화 자본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 유치 및 운영 전략 

수립이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비대

면의 전환으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발

생해 왔다. 특히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

을 받으면서 새로운 방법 및 전략으로의 전환으로 위기

를 모면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올림픽 개최가

기대했던 경제수익 및 파급효과의 성과를 얻지 못함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대회 관심도 낮아지면서 여러 어려

움에 직면한 사례를 보고하였다[38].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

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

한 수단으로 대회 유치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

만 앞으로의 국제 대회 유치에 있어 비대면과 같은 상

황을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즉, 팬데믹 

상황에서도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 프로토콜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이번 대회유치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는 

새로운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수를 비롯한 관람

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회 운영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 도입을 통한 적용의 범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기장뿐 만 

아니라 국내외 참여자 및 관람객들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과 같은 위기 상황의 대회 유치는 IT‧

통신의 국가 기술산업을 발전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며, 새로운 IT 기술 도

시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과학의 도

시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3.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약점/기회(WO)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약점/기회(WO)의 조합으로 약점을 환경의 기회요인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전환전략으로 첫째,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재정비하고 신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스포츠 시설

기반 조성은 충청권 생활체육 정착 확대 및 스포츠시설을

확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회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생활스포츠 클럽 창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축된 경기 시설을 매개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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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지역 생활스포츠 클럽 창단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체육단체 주도의

풀뿌리 스포츠 육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

을 연계하는 스포츠 클럽 제도를 실시하여 클럽 스포츠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스포츠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

으며,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운동의 습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을 확보함에 따라서 종목별 

국제 규모의 대회 개최 및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국제규격의 생활체육 장소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은 

물론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 장소로도 제공이 가능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시설적 측면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대

회 유치를 위한 시설 이용 및 대회유치 인력 지원이 원

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학체육 발전 세계화

와 소통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홍보대사 운영 및 

학생자원 봉사활동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함

께 요청된다. 따라서 충청권 지역 대학과의 업무 협약 

및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중

요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 스포츠 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 개

발이다. 창조적 스포츠대회 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예

술·체육·축제를 연계한 콘텐츠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국제·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와 지역행사 기간을 통합

해 대회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또한 스포츠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여행상품 개발과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융복합 스포츠 상품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팬과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외

지역 곳곳을 탐색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

그램 콘텐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상인, 지역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명소 조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관광학 연구

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억할 만한 관광경험(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MTEs)’은 관광 이후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을 만큼 인상이었던 관광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39].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주는 감동, 감성, 경험 

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체험 및 소통, 교류 등으로 이

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주체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민들과의 차별화되고 스포츠와 연계된 문화

관광 상품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스

포츠 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청권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할 새

로운 성장의 도약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이다.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개최되는 최초의 대회로 경기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저비용‧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를

부각시키는 유치활동 전략이다[15]. 지난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 및 국정과제로의 채택 

가능성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개최인 만큼 충북도

지사가 대표로 유치추진단장을 맡고 주도적으로 대회 

유치를 이끌고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원회에서 유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들을 위촉해 국제

대회 유치 경험의 부족함을 전략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40]. 이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산업, 민간 관련

유치 추진단 발촉은 보다 의미있는 유치활동 전개와

지역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다[4]. 

넷째,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충청권의 베드타운 도시를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력,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강성 

그리고 과학적 보편성과 제도적 개방성을 통합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직주근접’ 도시를 구현하는 것

이다[17]. 산업기능이 전무하다시피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R&D 및, 관광문화산업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을 조성하여 R&D를 

중심으로 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3.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약점/위협(WT)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약점/위협(WT)의 조합으로 약점과 환경의 위협요인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최소화 전략으로 첫째, 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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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이다. 분명 기존 

스포츠시설을 재정비하고 국제대회 유치 규모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입지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위주일 것이고, 개발 기업들도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대도시 위주의 시설 신축의 선호할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충

청권 지방정부는 시설 입지 안배에 대한 세심한 의사결정

이 요구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한편, 스포츠시설의 확충은 국고 출현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함으로써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향후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설 확충에 대한 입지 선정은 여러 관점을 

고려한 결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 지역의

잘 구축된 교통망을 활용해 지역 도시들 간에 접근이 

용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시설 확충 전략이

요청된다. 특히 대회 전·후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는 접점 가능한 지역의 탐색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차원의 지역별 관광 상품

개발 및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입점을 가능토록 하여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의 

변동 문제이다. 백제 문화의 중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연계 상품의 부족은 전략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 산업의 큰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확보하고 스포츠와 연계한 상품 및 토속적인 지역 상품

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또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한류관광은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관광인 

만큼 대중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전략

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 드라마와 영화 및 인기 영상

촬영지, 콘서트참여, 음식 등을 선호하여 찾아오는 관광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토속적 문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 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광 수요의 니즈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처럼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에도 지금까지 이를 연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스포츠관광 연맹을 설립하고 스포츠마케팅 전문

가를 고용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이벤

트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스포츠관광 연맹

은 지역 스포츠 이벤트의 지속적인 유치와 관광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회 유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38].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환경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의 영향요인,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한 고찰을 통해 활성화 전략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 추진’,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

‧과학‧산업 간의 연계’이다.

둘째, 강점/위협(ST)은 환경의 위협을 강점으로 전환

하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관련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이다.

셋째, 약점/기회(WO)는 약점을 환경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낙후된 

스포츠시설을 재정비하고 신축하기 위한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넷째, 약점/위협(WT)은 약점과 위협의 최소화를 의미

하는 최소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스포츠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부족한 문

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충청권

(충북, 충남, 세종시, 대전시)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발표한 관련 보고서 및 관련 문헌, 발

표 기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 확산과 

유치환경의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관련 보고서 및 발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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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부분 유치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환경분석을 객관적

으로 분류하고 제시할 수 없었다는 일부의 한계 및 국외

도시와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충청권이 유치하려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관계자 및 지

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담 

등의 질적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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