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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트업 성장에 날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유망 사업모델 발굴부터 창업지원까지.. 스타트업의 안정적 정착 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 받고 있다.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유망 사업 발굴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전국 6개 창업지원센터(국민대, 헤브론스타벤처스, 인천대,

한남대, 조선대, 대구대)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와 3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자금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구
개발 전문인력 채용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
화했다. 또한 사업을 이수한 기업에 맞춤형 정보제공, 전문가 매칭 등 후속지원 프
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돕는다.

□ 스타트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업 액셀러레이터 사업 확대

올해는 스포츠산업 분야 5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액셀러레
이터’ 사업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도 최고

17개

사에 그쳤지만 올해는 두 배인

3,500만원까지

34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공단이 운영 중인 엑셀러레이터는 3개소(와이앤아처, 상상이비즈, 컴퍼니비)로
이를 거점삼아 지난해 스포츠융복합 스타트업
매출액과 지적재산권
출했다.

18개를

17개사를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원해
28명의

17억 4,700만원의

신규 일자리도 창

□ 사업자금의 적시조달 및 초기투자로 스타트업의 성공 지원
특히 뛰어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시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
IT

기술 기반 스포츠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3,000만원을

㈜프라이피는

2017년

액셀러레이터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했다.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에는 1억 원의 투자까지 얻
었다. 지난해 7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올렸다.
프라이피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스윕스(스포츠팀, 선수, 성적 등 개인 맞춤형
스포츠정보 제공)’는 누적사용자

120만

명을 달성하며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위해 노력
그밖에 공단은 스포츠산업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창업 올림피아드, 창업&잡 콘서트
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스포츠
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을 돕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
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스포츠산업지원 온라인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선대,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 3월 30일(토)까지, 한남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3월 31일(일()까지, 국민대, 대구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각각 4월 21일(일)과 4월 5일(금)까지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다.
스포츠산업 엑셀러레이터 센터인 와이앤아처에서는 4월 17일(수), 상상이비즈
에서는 4월 30일(화)까지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첨부 : 사진 2매 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