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경기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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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개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획을 긋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경기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 화합. 감동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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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개요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경기

국내유일 IAAF 인증 골드라벨 마라톤 코스를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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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개요

1. 대회 소개

대회명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경기

일 시

▷ 2019년 10월 6일(일) 08:00~11:00

코 스

▷42.195km 코스 : 광화문광장 → 잠실종합운동장

장 소

▷ 서울시 일원 (광화문광장 출발 ~ 잠실주경기장 골인)

참가 규모

▷ 200명 (17개 시.도 체육회 선수단)

주 최
주 관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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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개요

2. 대회 코스도 (Lay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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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개요

3. 광화문 광장 출발지 (Lay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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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회
대회개요
개요

3.4.광화문
광장 출발지골인지
(Lay_Out)
잠실 종합운동장
(Lay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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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운영

1. 인력계획표

사전 교육 준비 및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한 대회 당일 완벽한 운영 진행
사전 교육 준비 및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한 대회 당일 완벽한 운영 진행
■ 주관.운영사 담당

■ MAIN STAFF _ 20명

_ 운영사 스포엑스컴 12명

_ 대회 일주일 전 현장 소집을 통해 각 업무별 현장 시뮬레이션 실시
_ 업무별 교육 및 메뉴얼 작성 (각 15Post 급수대 스펀지대 / 교차로 인력배치 / 후미 셔틀버스 )

■ SUB STAFF _ 80명

_ 대회 전일 사전 교육 및 답사와 당일 근무 실시(급수대, 스펀지대, 교차로 시민안내,)

_ 대회 전일 업무분장 및 현장답사를 통한 대회 당일 업무 교육 실시

■ VOLUNTEER _ 500명

_ 대회 2주 전 모집 마감

_ 대회 1주전 / 2일전 집결장소 및 시간 문자 발송
_ 대회 당일 staff을 통해 담당 업무별 교육 및 대회 취지 교육 실시
_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시간 및 문화상품권지급을 통해 No-Show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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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운영

2. 회송 버스 운영계획

교통통제 상황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차량 통행 재개를 위함
사전 교육 준비 및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한 대회 당일 완벽한 운영 진행

운영차량
- 45인승 버스 6대

대기지점

운영내용

대기지점

운영내용

광화문역 사거리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어린이대공원역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성동교 교차로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고산자교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잠실대교 남단 교차로

대기 후 FULL COURSE 후미지원

운영계획
- 교통통제 해제 시간에 맞춰 낙오된 선수 회송
- 회송 버스가 지나가면서 통제구간 순차적으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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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운영

3. 교통통제 계획

구 분
1구간
(태 평 로)

내 용
▷ Start ~ 남대문 (1.2km 지점)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7:50 ~ 08:05
- 진행 방향만 활용
- 숭례문 앞 좌회전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시청 및 을지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통제 필요

2구간
(남대문로, 을지로구간 양방향)

▷ 을지로입구(2.1km)~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지로입구(7.8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8:00~08:33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 45길~마장로~장충단로 양방향 전면 통제
- 을지로입구역에서 광교 방향으로 차량 통제

3구간
(청계천로 양방향)

▷ 청계천 구간 {광교 남단(7.8km) ~ 고산자교 ~ 광교 (18.2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8:15 ~ 09:16
- 청계천 양방향 통제로 인한 청계천 남북간 도로 차단

4구간
(종 로)
5구간
(하정로 ㆍ천호대로)

▷ 종각(18.2km) ~ 신설동 오거리(22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8:45 ~ 09:33
- 진행방향 통제
▷ 신설동오거리(22km) ~ 군자역 (27.5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8:55 ~ 09:56
- 군자교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 차단

6구간
(능 동 로)

▷ 군자역(27.5km) ~ 어린이대공원역 (28.7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10 ~ 10:01
- 진행방향 통제

7구간
(광나루길)

▷ 어린이대공원역(28.7km) ~ 성동교 사거리(31.4km 지점)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16 ~ 10:12
- 진행 방향만 활용
- 성수대교방향에서 성수동방향으로 직진 및 우회전 불가

8구간
(왕십리길)

▷ 성동교 사거리(31.4km) ~ 서울숲 입구 사거리(32.5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23 ~ 10:18
- 왕십리길을 이용하여 강변북로 진입차량은 성수대교 방향을 통해 서울숲 터널을 통과하여 우회
- 서울숲터널에서 좌회전(뚝섬역 방향) 및 직진(뚝섬길 방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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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운영

구 분

3. 교통통제 계획

내 용

10구간
(뚝섬길)

▷ 서울숲 입구 사거리(31.3km) ~ 자양2동 사거리(잠실대교 북단 사거리(36.4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27 ~ 10:35
- 진행차선 전면 통제
- 거주자는 사전 홍보된 우회도로를 이용

11구간
(자양로, 송파대로)

▷ 자양2동 사거리(잠실대교 북단(36.4km) ~ 잠실대교 ~ 잠실역 사거리(38.8km))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39 ~ 10:43
- 잠실대교 진행 반대차선 교행
- 잠실역 사거리 진행차선 전면 통제 필요

12구간
(올림픽로)
13구간
(백제고분로)

▷ 잠실역 사거리(38.8km) ~ 잠실새내역(40.1km) ~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40.7km)/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45~10:55
- 석촌호수 서호 사거리~잠실새내역 역방향 전면 통제
▷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40.7km) ~ 잠실종합운동장동문 (41.2 km) / 교통통제 및 해제시간 09:50 ~ 11:00
- 잠실종합운동장 ~ 종합운동장 사거리 역방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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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운영

4. 우회도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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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1. 모범운전자 섭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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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시민 홍보 플래카드 설치
12개 관할 경찰서 기준 대회 일주일전 460개소 설치 홍보 예정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육상 마라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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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시민 홍보 입간판 설치
12개 관할 경찰서 기준 대회 일주일전 450개소 설치 홍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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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우회 안내용 안전콘/펜스 설치
5개 관할 경찰서 기준 대회 하루 전 안전콘 5,030개 펜스 250개 모래주머니 400개 설치 예정
경찰서

중부

종로

수량

통제장비

설치구간
을지로2R(60), 저동R(30), 을지로3R(20), 삼풍상가(10), 대림상가(10), 을지로4R(20), 중부시장(10), 방산시장(10), 을지로5R(40), KT3R(20), , 을지로6R(60),
을지로주차확보용(250), 성모R (30), 쌍용(20), 명보(20), 오장R(30), 흥인R(30), 시장R(30), 퇴계로2R(20), 퇴계로 3R(20), 퇴계로 5R(20), 광희R(20),
청계로 남측 주차확보용(300), 청계2R 삼일교 (30), 수표교(20), 청계3R 관수교(20), 세운교(20), 청계4R 배오개다리(20), 방산시장 새벽다리 (20), 청계5R 마전교(30),
동화상가 버들다리(20), 청계6R 오간수교(40), 동평화시장 맑은내다리(20), 청계7R 다산교(20), 롯데캐슬 영도교(20), 청계8R(10), 한양공고3R(20), 서울교통공사R(20),
누존(10), 맥스타일(10), 전구간중앙선설치(345)

1,815

안전콘

20

펜스

1,100

안전콘

145

펜스

250

안전콘

85

펜스

530

안전콘

고산자교(30), 비우당교(20), 두물다리(20), 청계8가(30), 청계9가(30), 신설R(30), 신설역9번출구(30), 동진교(20), 시립동부병원(30), 용두4교(20), 동대문구청(30),
신답철길(30), 답십리역사거리(30), 도시철도공사(30), 장한평역(30), 군자교(20), 신답교차로(100)

안전콘

군자교동단(20), 군자교R(50), 중곡R(50), 군자역R(50), 대공원R(50), 화양3R(50), 화양R(50), 영북R(50), 예비(100), 군자R∼성동R(400), 강변북로~한강공원뚝섬유원지 진
입로(10),강변북로~윈드서핑장 진입로(20), 강변북로 구리방향~잠실대교 진입램프(20), 강변북로 일산방향~잠실대교 진입램프(20), 노유나들목(10),노유나들목 주차장(5),
자양나들목(10),자양나들목주차장(5),자양중앙나들목(10),자양중앙나들목주차장(5),영동대교(50),신양초교(50),신자초교(50),잠북R(50),잠실대교북단(50),동곡3R(40),
중곡1R(20),용마R(20),아차산3R(20),아차산역R(20),구의R(20),자양R(30),건대R(30),성수R(30),잠북R~잠실대교북단(400)

을6(우회), 교통공사, 시장R, 맥스타일(30)
광화문R(100),세종로R(100),외교부목길(20),정부청사앞우회로확보(40),꽃집사거리(20),KT목길(20),교보목길(20),열린시민마당앞목길(20),미국대사관앞비상차로확보(80),
세종로파출소목길(20),서린R(40),주시경R(40),종로1가(80),종로2가(80),광교(60),청계2가(60),청3가→광교주정차관리(300)
광화문(30),세종로(30),꽃집사거리(5),외교부목길(5),KT목길(5),교보목길(5),얼린시민마당앞목길(5),광교~종로1가(30),종로2가~청계2가(30)
종로3R(30), 종로4R(30), 종로5R(30), 흥인지문R(30), 동묘앞역R(20) 청계3R(10), 청계4R(10), 청계5R(30), 청계6R(30), 청계7R(30)

혜화

동대문

1,865
광진
400

청계3R(5), 청계5R(5), 청계6R(10), 청계7R(5) 종로3R(10), 종로4R(10), 종로5R(10), 흥인지문R(20), 동묘앞역(10)

모래주머니 잠북R~잠실대교북단-가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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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우회 안내용 안전콘/펜스 설치
4개 관할 경찰서 기준 대회 하루 전 안전콘 6,855개 펜스 155개 설치 예정
경찰서

성동

수량

통제장비

690

안전콘

50

펜스

남대문

황학교30, 황학R30, 비우당교 30, 양지R 30, 고산자교 30, 성동교남단R 60, 뚝섬역R 30, 성수1가주민센터 30, 구민종합체육센터 20, 서울숲입구 공영주차장 20,
서울숲R 80, 성동웨딩홀 100, 서울숲R~영동대교 북단R 중앙선 150 예비: 50(시설공단교차로)

서울시설공단사거리, 성동교남단R ~ 서울숲R 중앙유턴차선
종합운동장 북문(30), 삼성교 동단(40), 잠1R(60), 잠2R(50), 잠실역R(70), 잠남R(50), 주공5단지뒷길(20), 호수R(40), 몽촌토성역R(40), 올림픽회관R(30), 올남R(40),
둔촌R(10), 올림픽공원 동2문앞(30), 올림픽공원R(60), 방이역(40), 오금IC(20), 신가R(40), 가락R(50), 송파R(40), 석촌역R(50), 석촌호수남R(50), 석촌호수북R(50),
잠실3R(50), 주공2․5단지뒷길 3거리(20), 주기장동문(30), 엘스@서문(10), 잠실대교 역방 가변차로(별도협의), 잠실대교남단↔가락R(차로분리, 1,270),
둔촌R↔가락R(1,650) 중앙선 설치용(500), 예비(500)

4,940

안전콘

75

펜스

300

안전콘

올림픽공원 북2문 → 둔촌사거리

1,225

안전콘

구간 중앙선(800/3.5km), 코리아나호텔 앞 비상차로(50), 대한문R(20), 태평R(20), 삼성본관목길(10), 상공회의소 목길(10), 남대문R(30), 남대문시장2번게이트(15),
남시양국목길(5), 협림우산(5), 상동교회주차장(15), SC제일은행/신세계백화점(20), 한은R(35), 우체국목길(5), 눈스퀘어 주차장 목길(10) 명동 국민은행 좌우(20),
한국전력목길(5), 현대자동자(10), 하나은행골목길(10), 유안타목길(10), IBK기업은행골목길(15), sk빌딩목길(15), 을1R(40), 경기빌딩 목길(10), 우리은행목길(5), 광교(10),
청계남로 목길 (5), 한빛광장 앞(20)

30

펜스

송파

강동

설치구간

주공5단지뒷길(휀스 5), 주기장북문(안전휀스 10), 잠실역R(휀스 10), 가락R(휀스10개), 올림픽공원R(휀스 10), 잠3R(휀스 5), 잠2R(휀스 5), 종합운동장R(휀스 10),
주기장 동문(휀스 5), 주기장 남문(휀스5)

대한문R, 남대문R, 을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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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우회 안내용 전단지 홍보

경찰서 배포용 전단지
- 서울지방경찰청 / 부책서 / 인접서 참고 및 배포용 전단지
- 부책서 _종로, 남대문, 중부, 혜화, 동대문, 성동, 광진, 송파, 강동
- 인접서 _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방배,
서대문, 서부, 서초, 성북, 수서,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암, 중랑 22개 경찰서
- 부책서 3,000장 X 9개 경찰서 27,000부 배포
- 인접서 1,000장 X 22개 경찰서 22,000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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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우회 안내용 전단지 홍보

관할구청 및 주거단지 배포용 전단지
- 서울시청 / 관할 구청 참고 및 배포용 전단지
- 관할구청 _종로, 중부, 동대문, 성동, 광진, 송파, 강동
- 각 구청 1,000장 X 7개 구청7,000부 배포
- 각 구청 산하기관에 부착 및 배포
- 아파트단지 및 거주자 밀집지역 배포
- 대회 3주전 부터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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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2. 홍보물의 제작/활용

육상 마라톤 경기 교통통제 우회 안내용 전단지 홍보
우회도로 안내 전단지
- 서울시청 / 관할 구청 참고 및 배포용 전단지
- 관할구청 _종로, 중부, 동대문, 성동, 광진,
송파, 강동
각 구청 1,000장 X 7개 구청 7,000부 배포
- 각 구청 산하기관에 부착 및 배포
- 아파트단지 및 거주자 밀집지역 배포
- 대회 3주전 부터 배포 시작
- 거주지역별 9월 27일 / 10월 1일 / 10월 4일
- 3차에 걸쳐 전단지 업체에서 각 3,000부씩
12,000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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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일정

1. 대회당일 운영계획

01. 대회 전 타임테이블
D-30

D-14

시설/제작물
계획 수립

시설/제작물
디자인 확정

D-1

D-day

D-day

09:00 ~18:00

06:00

06:00~07:30

코스
시설물 설치

운영인력
집결

POST 별
업무 준비

02. 대회 당일 타임테이블
06:00

06:50

07:45

08:00~

10:30

(60’)

(55’)

(15’)

(3H)

(3H)

선수단 집결
차량 통제

출발 점호
선수단 안내

선수단
출발 정렬

START
FINISH

골인지 세레모니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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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운영방안 및 재난관리 계획

의료상황 발생 시 매뉴얼

환자발견

1차 보고

2차 보고

후송

환자 확인

환자상태확인
응급처치

의료본부
구급차 후송

환자상태 보고
배번호 확인

병원후송

운영진
환자 확인

119 재난통신봉사단

응급구조사

• 코스 내 매 2.5km 포인트 배치

• 코스 내 일정 간격으로 CPR , AED

• 응급환자 발생 실시간 통신체계

사용가능한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

구축
• 응급처치가 가능 한 의약품 구비
• 합동상황실 상주 및 운영

구조 학과 학생 배치
• 비표 뒤 비상연락망 기재

구급차 및 의료진

• 대회장 내 구급차 6대 배치
집결지 1대(후미 동행 ) / 코스5대
• 구급차 내 의료진 탑승 및 AED구비

참가자 보험가입

• 선수단 마라톤 행사 보험 가입
• 대회 행사 영업배상 보험 가입
• 운영진/자원봉사자 보상 보험 가입
• 선수단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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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운영방안 및 재난관리 계획

구급차 배치 및 지정병원 운영

성바오로병원

서울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학병원

건국대학병원
호차

업무 및 대기장소

후송병원

1호차

출발지 대기

전체코스 후미 동행

각 구간 인근 병원

2호차

5km 지점 대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국립의료원/ 서울백병원

3호차

20km 지점 대기

동묘역앞 5번 출구

국립의료원/성바오로병원

4호차

25km 지점 대기

장안평역 6번 출구

한양대학교

5호차

30km 지점 대기

화양사거리 횡단보도

건국대병원

6호차

35km 지점 대기

신양초등학교 후문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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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운영방안 및 재난관리 계획

합동상황실 설치

광화문광장 상황실 / 의료
• 선수단 및 관계자에 대한 간단한 타박상 치료
• 응급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
• 119 재난 통신 봉사단에 의한 연락체계 구측
• 응급 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리
• 심장전문의 상주 (의사 1명, 간호사 2명)
• 선수단 출발 후 잠실종합운동장 상황실로 이동

잠실종합운동장 상황실 / 의료
•
•
•
•
•
•

선수단 및 관계자에 대한 간단한 타박상 치료
응급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
119 재난 통신 봉사단에 의한 연락체계 구측
응급 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리
심장전문의 상주 (의사 1명 / 간호사 2명)
소방재난본부 상주 (소방장1명 /소방교 1명)

- P. 24 - P. 24 -

5. 안전 운영방안 및 재난관리 계획

재난 대처

테러 예방 계획

- 대회 당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청 경비과에서 테러방지와 폭발물
감지에 대한 인력 지원
- 합동상황실 외국어 가능자 대기, 상황 발생 시 인근 지하철 역 대피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 지방경찰청 경비과
※ 대규모 소요사태 및 시위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지방경찰청

기상상황 조치 계획

- 가벼운 우천시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대회 1주전 기상 실시간 체크)
- 강풍을 동반한 기준치 이상의 우천으로 국가 비상령 발생 시 주최측과 협의
- 황사로 국가 비상령 발생 시 주최측과 협의 및 선수단 문자발송

(썬글라스 착용. 귀가 후 샤워 양치질 지향 등)
- 각 구청 치수과 협조 요청 살수차 코스 내 물청소 (이물질 및 미세먼지 제거)

교통경비계 사전 신고 (혼잡경비 인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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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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