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MX경기장 및 연습장 현황
무료개방

서울 광나루BMX경기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나루 한강공원레이싱 경기장

전국BMX경기장 및 연습장 현황
준공검사 중

경북 상주 BMX경기장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상주자전거박물관입구)

사용문의 : 02)3780-0771
무료개방

서울 난지 BMX연습장
주

소 :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한강공원 내 BMX 연습장

사용문의 : 02)3780-0611~2
무료개방

부산 화명 BMX연습장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718-17(화명생태공원)

사용문의 : 051)364-4127
유료개방

인천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0 BMX경기장

유료개방

경북 청도BMX연습장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39-2(청도군자전거공원캠핑장)

사용문의 : 054)373-2425
무료개방

전남 나주BMX연습장
주

사용문의 : 061)333-0264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94-1(금산군종합운동장 내)

사용문의 : 041)750-2403~4

무료개방

무료개방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사용문의 : 033)670-2886

자전거선수
육성지원 사업

무료개방

충남 금산BMX연습장

사용문의 : 032)930-5700

강원도 양양BMX경기장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로 99 (나주종합스포크파크 내)

세종BMX경기장
주

기간 : 2019년 1월 ~ 12월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59-29

사용문의 : 010-7133-1310

무료개방

위아위스 기흥파크(연습장)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36

사용문의 : 1661-8538
무료개방

충북 제천BMX경기장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사용문의 : 043)652-0100

자전거선수 육성지원 사업

주최

유소년 사업부 (02) 419-4225

주관
재정후원

자전거선수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자전거선수 육성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BMX
유소년팀을 창단·지원하며 인성 교육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자전거 바르게 타기 안전교육, 유소년 BMX 선수 육성 및
선수 저변 확대, 사이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
사업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BMX란?

전국 BMX유소년팀 연락처

BMX는 “Bicycle Motor Cross”의 약자로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처럼 주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형태의
자전거를 말합니다. BMX자전거는 흙 길을 달리며 점프와 코너 주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 앞바퀴를 쉽게 들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일반 자전거보다 작은 휠(지름 20인치, 24인치)을 사용합니다. BMX경기는
BMX레이싱과 BMX프리스타일 2가지가 있습니다.
BMX 레이싱경기는 8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여 굴곡 진 경기장을 주행하여 먼저 들어오는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이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 전국 BMX유소년팀 창단 / 장비지원 / 교육(훈련)
사업대상 : 초등 남여 1~6학년 / 중등 남여 1~3학년(단, 유소년팀 출신에 한함)
전국 시⋅도 BMX 유소년팀 운영 : 단장 1명, 강사 2~4명, 유소년 선수 10~15여명
BMX 전문 교육 실시/ 전문 강사 교육 무상 지원
BMX 자전거 및 안전/훈련 용품(헬멧, 보호대, 유니폼 등) 무상 지원
유소년 BMX 등급시험으로 경기력 평가

BMX 프리스타일경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대부분 지면이나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묘기 종목이 주를 이루며 평지에서 정해 진 시간 동안 회전과 같은 경기를 하는 플랫랜드와 구조물을 이
용하여 점프와 공중묘기 동작을 구사하는 파크가 대표적인 경기입니다.

2018년
활동 인원

팀명

15명

서울_상암 BMX유소년팀

10명

서울_광나루 BMX유소년팀

부산

24명

대구

11명

인천

지역

단장

연락처

이재정

010-2034-0584

부산_화명 BMX유소년팀

김성태

010-3577-2850

대구 BMX유소년팀

차운용

010-6456-7686

15명

인천 BMX유소년팀

김인길

010-8646-9300

7명

대전_노은 BMX유소년팀

13명

대전_복수 BMX유소년팀

이상범

010-4399-3388

울산

10명

울산 BMX유소년팀

안영준

010-2268-1788

강원

11명

강원 BMX유소년팀

박순원

010-5366-3455

19명

경기_의정부 BMX유소년팀

14명

경기_가평 BMX유소년팀

15명

경기_용인 BMX유소년팀

정한종

010-6250-3000

5명

경기_이천 BMX유소년팀

6명

충남_금산 BMX유소년팀

7명

충남_합덕 BMX유소년팀

최희동

010-5111-5111

서울

대전

2. 국내 BMX 전문 강사 전국 순회캠프(권역별)
BMX레이싱 자전거

국내 전문 강사 전국 BMX 유소년팀 전국 순회캠프 실시 : 7. 31. ~ 8. 10.
전국 17개 시⋅도 6개 권역별 순회캠프 : 서울, 양양, 나주, 세종, 부산, 제주
권역별 3~4개팀 3일간 합동 순회지도 진행

경기

충남

3. 해외 우수 지도자 초청 BMX 전문지도자 강습회
세계자전거연맹(UCI)과 협업, 해외 전문 강사 초청 : 3. 22. ~ 3. 24.
BMX 전문지도사 육성 및 역량 강화
BMX 전문지도사 1⋅2⋅3급 교육실시 및 자격 검정시험

BMX레이싱

BMX프리스타일 자전거

BMX프리스타일

충북

12명

충북_미원 BMX유소년팀

백종일

010-5465-2876

전남

20명

전남-나주 BMX유소년팀

최형구

010-5757-1112

10명

전북_전주 BMX유소년팀

4명

전북_고창 BMX유소년팀

김효근

010-9466-1232

12명

경남_밀양 BMX유소년팀

장은기

010-3567-9475

15명

경북_김천 BMX유소년팀

11명

경북_영주 BMX유소년팀

이병욱

010-3815-9393

제주

20명

제주 BMX유소년팀

이철호

010-3697-8461

세종

20명

세종 BMX유소년팀

길현수

010-7133-1310

전북

4. 전국 BMX 대회 개최 및 우수 유소년선수 국제대회 파견
유소년 BMX KOREA CUP 대회 출전비 지원 : 9. 21. ~ 9. 22.
우수 유소년선수 UCI C1 BMX 오사카 국제대회 파견 : 10. 16. ~ 10. 21.

BMX 경기장

경남

BMX 경기장은 출발게이트와 흙으로 된 언덕 그리고 3개의 코너로 구성된 300~400m 거리의 경기장을
말합니다.

5. 전국 BMX 경기장(연습장) 건설

경북

전국 17개 시⋅도 BMX 경기장(연습장) 건설 지원 : 1. 1. ~ 12. 31.
나주, 금산, 세종, 난지 BMX 경기장(연습장) 완공

BMX 유소년선수는 전국적으로 3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가입절차 및 사업안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선수 육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bmx.cycling.or.kr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업
전국 유소년팀 임원 워크숍 : 11. 30. ~ 12. 1.
BMX 홍보 및 사업 안내 영상 제작 등
유소년 자전거선수 육성 사업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http://bmx.cycling.or.kr
유소년 자전거선수 육성 사업 공식 SNS (인스타그램 ID) : Korea_ybdp

검색창에 「유소년 자전거선수 육성 사업」을 검색해보세요.

BMX레이싱 출발대

출발게이트

BMX 레이싱 경기장

* 2019년도 전북고창, 충남합덕팀 해체 → 강원인제, 경북풍기, 경남김해 창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