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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창립 30주년 맞아 미래 10대 과제 제시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기념식 개최
생활체육 참여율 글로벌 Top 3, 연간 체육기금 2조원 조성
스포츠 일자리 2만개 창출, 올림픽공원의 글로벌 명소화 등 4대 목표 본격 시동

“미래 30년도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오는 2030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2조원의 체육기금
조성과 스포츠일자리 연간 2만개 창출, 올림픽공원의 글로벌 명소화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19일(금)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10대 미래
발전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30년을 향한 4대 목표는

▴현재 62.2%인 생활체육참여율을 세계 톱 3 수준인 71.2%로 확대
▴현재 연간 1조 6천억원의 체육기금 조성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까지 확대
▴연간 스포츠분야 관련 일자리 2만개 창출
▴올림픽공원 연 방문객 1천만명을 통한 글로벌 명소화다.
세부적으로 생활체육참여율 글로벌 톱 3 진입을 위해서는

▴스포츠로 건강한 국민 ▴스포츠공유플랫폼 ▴Good Start 운동참여 프로젝
트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처방까지 제시
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를 현재 50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한다.

․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모바일 웨어러블을 통한 일상적
운동량 측정, 스포츠 분야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유플랫폼 구축,
국민들의 운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동앱’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날로 늘어나는 체육기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공단은 연간 2조원의 체육진흥
기금 조성을 목표로
아젠다를 발표한다.

▴재도약하는 경륜․경정 ▴지속 성장하는 스포츠토토

·

경륜 경정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하며,
스포츠토토의 공공성을 확대해 고객가치를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연간 스포츠 일자리 2만개 창출 ▴사회적 가치 선도기관
▴좋은 스포츠 일자리 ▴남북 평화스포츠를 제시한다.

특히 스타트업 1,000개, 선도기업 200개, 스포츠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2032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
힌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공원의 세계적 명소화를 목표로
로벌 올림픽공원

▴스포츠, 문화, 첨단의 글

▴최첨단 스포츠산업 밸리 조성을 발표한다.

올림픽공원을

테마별 첨단 스포츠 체험존, 문화 중심의 K-Pop 성지로 만들어가는 한편,
공원 내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및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스포츠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난 30년 간 공단이 지원한 체육기금의
규모는 총 11조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S등급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재기 이사장은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국민들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도 1조 1천억원의 기금지원은 물론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으로 국민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람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