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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전문지식을 신제품으로, 

강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 성장 잠재력을 모아서 발전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나가기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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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분야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스포츠산업분야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취업정보 및 매칭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교류, 매칭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이용절차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
인센티브 제공

기업방문 사업 소개

구인등록 구직등록

맞춤형 구인정보 제공
컨설팅 제공

구인 기업 구직자

온라인 일자리 지원사이트 http://spois.kspo.or.kr/job

일자리 지원센터

온라인 자동매칭시스템 구현

일자리 정보 제공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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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센터 방문 시스템 자동 매칭

온라인 센터 방문 상담사 추천 매칭

이용절차 (자동매칭 시스템)

이용절차 (구직자)

프로그램 특징

  ● 사용자간 양방향 직접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정보교류
  ● 스포츠산업분야 잡매칭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직접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
  ● 스포츠산업분야 특화 잡 프로파일링 구축
  ● 전문 직업상담사가 맞춤형 취업중개활동 지원

결과 입력구직자 선발구직자 정보제공구인기업 정보제공DB구축

구인기업 및 
구직자 회원가입

구인정보
업종, 직종, 직무, 

직급, 지역, 급여 등

구직정보
희망직무, 직무경험, 

지역, 급여 등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구직자에게 
문자매칭 서비스 

전송

채용 발생까지 
꾸준한 구인정보 

제공

구직자가 기업에게 
정보 제공

구직자가 선택한 
기업에 구직자 

정보 전송

기업이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기업이 지원한 
구직자에게 

면접 제의하기

기업이 선택한  
구직자에게  

입사 제안하기

구인기업 
채용결과 입력

기업의 최종 채용 
결과 전산 입력

구직자 면접 및 취업구직 등록

진행단계

내     용

세부내용

컨설팅 제공

담당부서: 산업지원팀 (02-970-9638)  |  상담전화: 태릉 (02-970-9632, 9633, 9647, 9648) , 올림픽공원 (02-410-2535)  |  홈페이지: spois.kspo.or.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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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융합 현장형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산업인력 고급화 및 산업부문 인력난 해소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스포츠산업융합분야 CEO 아카데미지원

  ● 사업내용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운영비 지원  
  ● 지원기간    2014년 ~ 2018년 [총 5년]
  ● 사업규모    4개 대학 *1개 과정 당 40명 이내(교육과정은 변동 가능, 교육생은 대학별 자체 선발)

  ● 사업내용    스포츠산업융합분야 최고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지원
  ● 지원기간    5개월
  ● 사업규모    스포츠산업융합분야 임원진(CEO, CTO 등) 30명 내외 교육지원

※ 정부지원금과 대학 부담금(등록금 포함) 비율 1:1

※ 정부지원금과 교육생 부담금 비율 5:3

  ● 사업추진절차 

NO 대학명 과정명 소재지 교육생모집 홈페이지 문의처

1 동명대학교
·피트니스 전문가 과정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과정

부산광역시 5∼6월 http://smitu.co.kr/ 051-629-2081

2 호남대학교
·스포츠레저이벤트 전문인력 과정
·스포츠시설경영 전문인력 과정

광주광역시
4∼5월
8∼9월

https://hsi.honam.ac.kr 062-940-3706

3 백석대학교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과정 충청남도 6∼8월 http://www.spoind.co.kr 041-550-9131

4 순천대학교
·지역 에코스포츠산업 창업전문가과정
·지역 특화산업을 접목한 스포츠관광 전문가 과정

전라남도
4∼5월
7∼8월

http://sportsindustry.sunchon.ac.kr 061-750-5332

대학명 과정명 소재지 교육생모집

서강대학교 STAR 최고위과정 서울 7월초 예정

사업계획서 접수

(지자체▶개발원)

지원금 지급

(개발원▶지자체)

교육운영

(대학)
결과보고 및 정산

(지자체▶개발원)

평가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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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분야 인턴지원

체육분야 인턴지원

  ● 사업내용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채용 기업 보조금(인턴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스포츠산업분야 산업체
  ● 사업규모    인턴 45명,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1백만 원/월)

  ● 사업내용    국내·외 인턴지원
  ● 지원기간    국내·외 체육분야 기관, 단체 (연맹, 협회 등)
  ● 사업규모    국내인턴: 55명,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1백만 원/월)

해외인턴: 16명(6개월), 32명(3개월) 지원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 1인당 최대 2백만 원/월)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 지원실적: ’14년 28개 기관 43명, ’15년 34개 기관 45명, ’16년 45개 기관 46명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대학▶개발원)

기업공모 및 선정

(개발원)

운영기관 공모

(개발원)

지원금 지급

(개발원▶대학)

인턴희망자 모집

(기업)

운영기관 신청

(기업)

교육운영

(대학)

인턴채용자 통보

(기업▶개발원)

인턴희망단체 공모

(개발원, 운영기관)

결과보고 및 정산

(대학▶개발원)

협약체결

(개발원▶기업)

인턴희망자 공모

(개발원, 운영기관)

평가

(개발원)

지원금 지급

(개발원▶기업)

협약 체결

(개발원▶운영기관)

인턴 근무

(인턴▶기업)

인턴 근무

(인턴▶단체)

결과보고

(기업▶개발원)

결과보고

(운영기관▶개발원)

담당부서: 산업지원팀 (02-970-9619)  |  홈페이지: spois.kspo.or.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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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융자지원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2항 내지 제 3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연도별 지원예산

융자절차

억원
100

90

80

70

60

107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2억원

91억원

81억원
75억원 73억원

180억원

540억원

383억원

82억원 82억원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융자계획 
공고

기금융자
신청 접수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
은행)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심의회 개최
융자결정 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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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시기

  ● 매년 3월 ~ 12월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융자조건

  ● 융자이율: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구분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연구개발자금 3억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2억 3년(거치기간 1년 포함)

체육시설

업체

시설설치자금
등록체육시설 등 30억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신고체육시설 등 20억 〃

개보수자금
등록체육시설 등 10억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고체육시설 등 10억 〃

운전자금
등록체육시설 등 2억 〃

〃신고체육시설 등 1억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 전환

85억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 10억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스포츠

서비스업

설비자금 10억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연구개발자금 3억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2억 〃

담당부서: 산업지원팀 (02-970-9685, 9674)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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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목적

  ● 선순환 구조의 창업 생태기반 조성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시장트렌드 변화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으로 스포츠산업 저변확대와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창업교육 및 보육지원

  ● 사업기간: 2+1년(‘17년 ~ ‘19년)

  ● 사업규모: 6개소 운영

NO 기관 명 연락처 소재지 교육생 모집

1 국민대 02-988-5309

수도권

기관별 상이

2 헤브론스타벤처스(주) 02-558-9322

3 인천대 032-835-9668

4 한남대 042-629-5763 충청권

5 조선대 062-230-7776/7603 호남권

6 대구대 053-850-5592 영남권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창업교육

(무료)

  ● 교육대상: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스타트업

  ● 교육기간: 4개월(교육인원 : 40명)  
※ 집합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멘토링, 세미나 등(90시수 이상)

창업보육

  ● 보육대상: 창업교육 수료자 중 선발

  ● 보육기간: 6개월 내외

  ● 보육내용: 입주공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컨설팅·멘토링비, 지식재산권 수수료 등 지원  
※ 보육대상자는 사업비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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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지원팀 (02-970-9615) 

나.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운영

  ● 사업내용: 초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지원

  ● 사업기간: 단기 사업(‘17년)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규모: 3개소 운영

NO 기관 명 연락처 소재지 스타트업 모집

1 와이앤아처(주) 02-2690-1550 서울

‘17. 9월2 ㈜엘스톤 02-2235-1690 서울

3 (유)로우파트너스 042-862-9580 대전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스포츠산업분야 3년 미만 스타트업

지원규모 총 21개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지원내용 초기투자, 자금지원,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후속투자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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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 심의
⑤ 지원 가/부 

통보
⑥ 보조금 1차 

교부
⑦ 보조금 2차 

교부

심의위원회
(문체부, 공단)

공단 ⇒
해당 지자체

공단 ⇒
지자체
(80% 교부)

공단 ⇒ 지자체
(20% 교부)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원대상
  ● 연간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최대 2개소 지원

  ●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 기타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지원내용

지원조건

사업 추진절차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매년 협약체결일 ~ 당해연도 12월

전국 17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300백만 원/1개소(1년) (최장 3개년 간 500백만 원)

국비 및 지방비 매칭(연차별 차등)

① 지정권한 
위임

② 진흥시설 
지정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방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프로스포츠구단 연고경기장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 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30% 70% 3억 원 7억 원 10억 원 총사업비의 30%

(3년 간 사업비 

한도 5억 원)

2년차 30% 70% 약 1억 원 약 2.3억 원 약 3.3억 원

3년차 30% 70% 약 1억 원 약 2.3억 원 약 3.3억 원

③ 지원 공모 및 
지원신청

문체부장관  
⇒ 지자체장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 권한에  
따라 지정 

공단 ⇔ 
지자체장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지원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65)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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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사업기간

신청자격

사업내용

지원자격

사업 추진절차

지역별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적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마련

매년 협약체결일 ~ 당해연도 12월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  단,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 

 * 주관기관(지자체)이 연구소, 학교, 산업진흥기관, 기업 등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수행 가능

스포츠와 지역특화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사업 개발 및 수행(수익창출 기반 마련)

최대 3년간 사업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매칭조건)

  ●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 2017년 기준, 연차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 결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

서면·발표 평가로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및 
1차 보조금(60%) 
지급

신규사업 시행
(∼12월)

중간보고 이후 적합 
사업수행기관 대상 
2차 보조금(40%) 
지급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정산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 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50% 50% 3억 원 3억 원 6억 원

총사업비의 50%(한도 3억 원)2년차 50% 50% 3억 원 3억 원 6억 원

3년차 50% 50% 3억 원 3억 원 6억 원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65)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지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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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확충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과 ICT 스포츠산업이 융복합된 거점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신시장 선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15. 6 ∼ 현재

사업내용

  ● 스포츠와 ICT분야에 특화된 스포츠융복합 사업 개발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및 일자리발굴지원, 융자상담, 지자체협력등의 기능
을 수행하는 거점육성 (거점조성, 기업지원, 기반조성, 성과확산)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육성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 공모를 통해 1개기관 선정

※   거점기관의 필수요소인 인프라,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업 밀집지역인 ‘연구개발특구’로 대상지역 한정 
(̀17년 현재 대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이 특구로 지정 중) 

지원내용

  ● 연간 2,500백만원 지원 사업자 부담금 1,000백만원 수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 매칭조건

사업추진 프로세스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543)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사업운영 중간보고 최종성과평가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모 
신청서접수

공모선정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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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스포츠 도시 마케팅을 활용한 중소도시의 도시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도시가 동반성장하는 스포츠도시 모델을 발굴하여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예산

  ● 2,000백만 원(지자체 보조)

사업수행도시

  ● 강원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7년 신규 없음)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 / 매칭조건 (5:5)

사업추진 절차

2016년 사업추진 성과

  ● 1차 년도 사업 진행중: ~ 2017. 10

후보도시        
대상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사업운영 중간보고 최종성과평가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65)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스포노믹스 육성지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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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선정 기업 선정 기업경영 진단·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관리기관
(PMO) 선정

·지원대상 기업  
모집·평가·선정

·진단업체 니즈 공유 및 파악 
·분야별 전문가 진단에 의한 경영현황 파악 
·현장진단, 성장잠재력 분석
·기업별 성장전략 로드맵 작성

·진단결과 도출된 개별기업 단기 
해결과제 컨설팅 실시 

·기업성과창출 중심의 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또는 스포츠서비스업(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 공고일 기준 해당 업력 3년 이상이며,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중소스포츠기업 이거나
  ● 공고일 기준 해당 업력 1년 이상의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대상

  ● 스포츠제조업

·스포츠마케팅업 해당 업력 1년 이상인 국내 중소스포츠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사업진행 순서

지원조건

구분 분야 주요내용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경영전략, 인사, 노무, 법률 등

제품경쟁력 제품기획, 제품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관리, 

공정혁신 등

영업마케팅
브랜드개발, 디자인, 영업력강화, 

국내 판로개척 등

IPO 지원 IPO 기업공개, 주식상장 지원 등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금 신청회차 지원 비율 수행기간

경영지원,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영업마케팅

최대 
4천만 원

1회차
총 사업비의 

75%

최대 

6개월

2회차
총 사업비의 

65%

3회차
총 사업비의 

55%

IPO 지원
(주식상장)

최대 
6천만 원

1회차
총 사업비의 

90%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65)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지원분야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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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지원

사업목적

주관/시행

사업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지원금 및 분담금

사업 추진절차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운영관리기관(PMO)

매년 협약체결일 ~ 당해연도 12월

스포츠 중소기업(용품, 서비스, 시설 등)

해외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분야 중 택1하여 지원한도금액 내 희망활동 지원

*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불 미만인 스포츠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기업은 참여 제한

  ● 분야별 지원 내용 및 모집기업 수

* 2017년 기준, 분야별 모집기업 미달시 사업예산 범위 내 타 분야 확대 모집 및 지원 추진

* 컨설팅 분야 2회차, 마케팅분야 2회차, 총 4회 지원 가능

지원분야 모집기업 지원 내용 기간

해외진출 컨설팅
(40백만 원)

5개사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해외타깃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 및 연결

5개월 내외
해외시장 마케팅

(38백만 원)
14개사

·기업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해외마케팅용)
·기업 및 제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해외마케팅용)
·광고물(온라인, 인쇄, 영상매체) 제작(해외마케팅용)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해외마케팅용)

지원분야 지원금 신청회차 지원비율 공단 지원금 비  고

컨설팅 (5개사) 최대 40백만 원
1회차 80% 40백만 원 내

2회차 70% 40백만 원 내

마케팅 (14개사) 최대 38백만 원
1회차 80% 38백만 원 내

2회차 70% 38백만 원 내

● PMO 선정
● 운영위원회 구성

● 신규 지원기업  
  선정

● 컨설팅·마케팅사 
POOL 구성

●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마케팅사- 
선정기업

● 컨설팅/마케팅 수행
(중간/최종 평가)

● 성과평가
● 정산 및 회계검사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543)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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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저변 확대

참가대상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생산기업

지원내용 
  ● 해외전시 한국관 참가 지원사업

스포츠용품 관련 해외 우수 전시회(연간 5개)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내용: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제품 편도운송비, 공동통역인력 

모집현황 및 계획

  ●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제품운송비 (한도 600-700만 원)
·지원전시회: 스포츠 관련 유명 전시회

구 분 모집일정(매년) 개최기간 참가 규모

한국관 

참가전시회

 미국 PGA Merchandise Show-골프전문 '17년 10월 2018. 1. 24~26 14부스 10개사 내외

 독일 국제헬스·레저박람회(FIBO)-헬스·피트니스 '18년 1월 2018. 4. 12~15 22부스 10개사 내외

 중국 국제체육용품박람회-스포츠용품 종합전시회 '18년 2월 2018. 5. 25~28 18부스 10개사 내외

 미국 Outdoor Retailer Summer Market-아웃도어 '18년 3월 2018. 7. 23~26 10부스 10개사 내외

 미국 Interbike Show - 자전거 '18년 4월 2018. 9. 19~21 20부스 10개사 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모집 50개사 내외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49)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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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 품목별 주요 전시회 예】 

·골프 : 동경골프박람회(일본), 차이나 골프쇼(중국), 골프유럽(독일)

·헬스·휘트니스 : IHRSA(미국), FIBO China(중국), TAISPO(대만), Saudi ISF(사우디)

·아웃도어 : ISPO(독일, 중국), European Outdoor Show(독일)

·자전거 : Eurobike(독일), Interbike(미국), 남경국제자전거박람회(중국)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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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EX 스포츠산업 전시회 

개최목적

  ●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 국내 스포츠용품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 국내 우수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 국내·외 스포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신기술 정보교류 확대

개최개요 

  ● 명칭: (국문)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영문) 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
  ● 기간 및 장소: 매년 2월중 개최(4일간) / COEX
  ●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전시품목: 헬스·피트니스, 아웃도어·캠핑, 수중(상) 스포츠, 바이크, 익스트림스포츠, 신발, 야외체육시설, 운동장 및 공원 체

육시설, 일반 스포츠용품, 기타 레저용품 등
  ● 부대행사: 참가기업 사업설명회 및 제품 수주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인공암벽대회 등

2018년 SPOEX 개최계획

  ● 개최기간: 2018. 2. 22(목) ~ 2. 25(일) / 4일간
  ● 개최장소: COEX 1층, 3층 HALL A, B, C, D
  ● 전시규모: 433개사, 1,618부스 규모  ※ 2017년 기준
  ● 참관객수: 55,328명(해외바이어 217명)  ※ 2017년 기준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685)  홈페이지: www.spo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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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국내 스포츠용품 생산업체 

개최목적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참가 업체 후속 지원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_ 

개최개요

  ● 개최기간: 2017. 10. 25(수) ~ 10. 26(목)  /  10:00 ~ 17:00
  ● 개최장소: 인천광역시, 하얏트리젠시 인천 그랜드볼룸(East동 2F) 
  ● 참가대상: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생산기업
  ● 참가품목: 헬스/피트니스, 아웃도어/캠핑, 자전거/익스트림, 골프 등
  ● 주요내용: 참가기업, 바이어 간 사전매칭을 통한 1:1 맞춤형 상담
  ● 초청규모: 해외바이어 30개사(미주/유럽, 중동, 동남아, 중화권역 등)
  ● 국내기업

- 모집대상: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생산기업

- 모집규모: 80개사

지원사항

  ● 바 이 어: 참가기업 추천 바이어 섭외 시 초청경비(항공, 숙박 등) 제공
  ● 국내기업: 참가비 무료 

- 희망바이어 섭외 및 매칭, 전담 상담통역 등 지원

전년도(2016) 개최실적

  ● 바이어(13개국/29개사), 국내기업(66개사) 참가
  ● 수출상담: 324건, 약 2,300만＄ 

계약(추정)실적: 35건, 약 720만＄

담당부서: 시장개척팀 (02-970-9503) 모집계획지원 전시회

SPOEX FALL 지역 수출상담회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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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소개

  ● 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과제내용

  ● 정책과제: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과제
  ● 지정과제: 장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파악된 지정과제
  ● 자유과제: 스포츠산업 종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과제
  ● 품목지정과제: 장관이 개발대상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술사양 없이 최종결과물만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선정절차  

지원조건

  ● 기금지원금 지원: 지원비율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다만 참여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금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사업공고

신규과제 
확정통보

사전검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60%) 지원

신규과제평가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자→공단)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발표평가 
대상통보

연구개발 
수행관리

평가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정부지원금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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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 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평가기준 

구분 감면기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 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20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0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30

담당부서: 산업기술팀(02-970-9690, 9668)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은 기금지원금의 10%, 중견기업은 기금지원금의 20%, 대기업은 기금지원금의 40%
  ● 징수기간: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납부방법: 현금
  ● 기술료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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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시험 및 품질인증지원

스포츠용품 시험소

  ● 스포츠용품시험소는 국내 다양한 스포츠용품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연맹공인 및 스포츠용품 
업체의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장 현장시험, 업체 방문시험 등 고객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시험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성능평가시험 

▶ 경기협회 및 단체 공인 시험기관
  ● 국제사이클연맹(UCI)
  ● 대한축구협회(KFA),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A)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 스포츠바닥재
  ● 실내체육관마루바닥재, 육상트랙, 인조잔디, 매트, 조립식플라스틱바닥재

 

▶ 자전거
  ● 프레임, 핸들바. 시트포스트. 안장. 바퀴 등 부품단위 시험
  ● 맞춤형 피팅, 사이클링 영상분석, 파워 측정
  ● 커스텀(custom)부품 설계 지원

▶ 골프
  ● 골프채, 골프공, 파크골프

▶ 기타 스포츠용품
  ● 궁도, 태권도 보호구, 복싱, 축구공, 야구공, 야구배트, 안전펜스

▶ 재료 물성
  ● 인장, 압축, 굽힘, 경도, 충격, 피로, 열화상비파괴 시험
  ● 고속, 열화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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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규격개발

  ● 사업내용   스포츠용품 및 체육시설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규격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사업

  ● 사업내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용품 대상으로 품질, 규격 운동기능 및 생산공정 
등을 평가하여 KISS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내용   국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제공을 위해 국산 용품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 검증을 
하고 국외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
  ● 지원내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지원(시스템 인증지원 불가)

·해외인증 및 국제경기연맹공인 지원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ISS인증, K인증,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체육용구, 기자재 및 체육시설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체육용구 생산업체
  ● 지원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스포츠용품 시험소(용인)

담 당 자: (031-284-9565) 스포츠바닥재, 야구, 축구, 안전펜스, 재료물성
(031-284-9566) 골프, 고속촬영
(031-284-9567) 자전거, 국제사이클연맹(UCI)공인 컨설팅, 궁도, 열화상촬영
(031-284-9568)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품질인증(KISS)사업

홈페이지: www.g4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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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사업 목적
  ●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활성화 촉진 및 스포츠 관련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투자 형태
  ●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 자펀드(투자조합) 조성·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 신설
  ·민간 운용사(벤처캐피탈)가 펀드를 운용

투자대상
  ●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및 설비,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융·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이벤트 등

투자조합 존속기간 8년 이내, 투자기간은 4년 이내

정부자금 출자비율 결성총액의 60% 이내

의무투자비율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에 70%이상 투자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 고

1월 모태펀드 운용 계획 수립 문체부, 공단

2월~3월 1차 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 공고 및 제안서 접수 한국벤처투자

4월 1차 정시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한국벤처투자

7월 자조합 결성 완료 선정 운용사

8월 스포츠계정 투자 개시 선정 운용사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02-970-9689)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  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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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동향정보 제공

스포츠산업 동향정보 발간

▶ 발간목적

  ● 스포츠산업 종사자 대상 최신 산업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및 경영 지원
  ● 국내·외 스포츠 시장 및 기업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정보제공

  ● 발간형식: 이메일 발송, SPOIS 홈페이지 및 SNS 게시
  ● 발송대상: 스포츠산업 종사자 (학계,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
  ● 발간주기: 월 2회 (매월 2, 4번째 금요일)

▶ 주요내용 
  ● 국내·외 스포츠시장, 기업의 산업동향 및 경영전략
  ● 국내·외 스포츠시장 주요 통계 및 지표
  ● 스포츠 산업 주요 소식 등
* 구독신청 : SPOIS 홈페이지에서 메일 수신 신청

SI포커스 및 이슈페이퍼 발행

▶ 발간목적

  ● (SI포커스) 스포츠산업부문별 심층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부문별 지원 전략 및 정책 발굴
  ● (이슈페이퍼)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한 모색

▶ 정보제공

  ● 발간형식: SPOIS 홈페이지 게시
  ● 발간주기: SI포커스 (매월 15일)

이슈페이퍼 (매월 말일)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02-970-9683)  홈페이지: www.spois.kspo.or.kr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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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컨퍼런스 개최

사업목적

  ● 국내·외 스포츠산업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조망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지식 공유
  ● 스포츠와 IT, 관광, 의료 등 유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내용 및 개최일정

  ● 스포츠산업 컨퍼런스(4, 6, 8, 10월/총4회) : 스포츠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스포츠산업 전문가 간담회(5, 7, 9월/총3회) : 스포츠산업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조망

  ● 스포츠산업 국제 컨퍼런스(11월/총1회) : 용품·서비스·시설 등 분야별 스포츠산업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 도출

개최규모 스포츠산업관련 학계 및 산업체 관계자 약 1,200명(회당 150명)

참가방법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 SPOIS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참가비 무료)

과거 개최현황

  ● ’14년(총3회 개최)

구분 일시/장소 주제 소요예산(천 원)

제1차 7.15/대한상공회의소 ·스포츠와 IT융합이 가져오는 스포츠산업 미래변화 36,313

제2차 10.7/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미래성장 전략 70,734

제3차 11.26/코엑스 ·2015년 스포츠산업 전망 49,688

  ● ’15년(총2회 개최)

구분 일시/장소 주제 소요예산(천원 )

제1차 7.15/대한상공회의소 ·스포츠레저 환경변화에 따른 스포츠 기업 미래전략 29,063

제2차 11.26/코엑스 ·스포츠기업, 해외시장진출 어떻게 할 것인가? 47,567

  ● ’16년(총1회 개최)

구분 일시/장소 주제 소요예산(천원)

제1차 11.30/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한국 스포츠 산업의 길을 묻다 325,842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02-970-9682)  홈페이지: www.sigc2017.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