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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KSPO는 통합적인 체육재정 지원 시스템을 갖춘 준정부기관으로서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등 자체
수익사업으로 조성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으로 국가 체육재정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온
KSPO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지원으로
스포츠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1989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KSPO는 경륜·경정 등 스포츠 경주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01

이를 재원으로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들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04

•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스포츠토토), 기금 예탁금 운용 등

전방위 지원을 펼쳐 온 스포츠 공익기관입니다.

02

국민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및 체육시설 운영
• 체육단체·지자체 체육진흥 지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 안전관리
•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사업
•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03

스포츠산업 육성
• 자금융자,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체육정책·경기력 향상지원
체육인재 양성
• 체육정책 및 스포츠과학 연구,
체육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05

서울올림픽대회 유산
관리·운영
• 올림픽공원 관리 및 서울올림픽기념관
운영, 공원 내 주요 경기장 및 기타시설
관리

H I S T O R Y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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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국 건설에 기여해온 27년!
이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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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1990. 7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설립

창립과
사업기반
조성

•1990. 9 서울올림픽파크텔 개관

1990

년대

•1994. 10 경륜사업 개시
•1995. 6 한국스포츠TV(주) 설립
•1999. 1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개발원) 통합

•2001. 5 제1회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
•2001. 9 서울올림픽기념관 개관
•2001. 10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매 개시
•2002. 6 경정사업 개시(미사리경정장 개장)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 4월 20일 설립된 KSPO는 창립 이후,
지난 27년간 총 12조 1,03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국가 체육재정을 뒷받침하고, 스포츠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2003. 9 올림픽홀 개관

사업 확대 및
눈부신
외형성장

2000

년대

•2004. 9 소마미술관 개관
•2005. 10 경정 국제등급 등록(등급 : Hydro Sprint)
•2006. 2 광명 스피돔(경륜장) 개장

스포츠 공익기관입니다.

•2007. 9 Tour de Korea 첫 대회 개최

KSPO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0° 전방위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09. 3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시
•2009. 4 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새 CI 선포식
•2009. 11 우리금융아트홀(뮤지컬 전용극장) 개관

•2011. 4 경정훈련원 개원
•2011. 5 올림픽홀 재개관
•2011. 11 핸드볼전용경기장 개장
•2011. 12 한국스포츠개발원 유네스코 석좌기관 지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와 도약

•2012. 11 K-아트홀(태권도 공연장) 개관

2010

년대

•2013. 6 Tour de Korea 대회등급 승격(2.1 Class)
•2013. 9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 최고등급 획득(Level 4)
•2014. 9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대표센터 개관
•2015. 7 체육시설 안전업무 수행
•2016. 1 체육인재육성재단 통합
•2017. 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M I S S I O N

&

V I S I O N

경영가치 체계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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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가치 체계

미션

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MISSION

비젼

국민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

VISION

핵심
가치

우리는 스포츠복지를 구현한다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간다

C O R E VA L U E

KSPO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스포츠복지를 증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해 온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스포츠 공익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S T R AT E G Y

전략
기금조성사업의
경쟁력 강화

맞춤형 체육진흥사업
고도화

미래창조적
스포츠산업 육성

신뢰와 윤리 기반의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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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분야별 기금지원 현황
(1989~2016년 누계)
국제체육 29,143

스포츠산업 2,21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장애인체육 3,742

전문체육 22,076
생활체육 29,272

(단위 : 억원)

연도별 기금지원 실적

37,887
계획
15,000

01│생활체육 육성

11,605

12,000
9,000

08│체육연구 & 인재양성

02│전문체육 육성

7,251

8,799

8,951

2013

2014

13,000

13,190

2016

2017

6,000
3,000
0

1989~2011

03│국제체육교류 증진

2012

2015

07│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체육예산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비중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국고 9.2%

국고

43.4%
04│장애인체육 육성

06│스포츠산업 육성

기금
기금

90.8%

56.6%
05│스포츠복지사업

2007

2017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1,045

01

기타 청소년 육성·
올림픽기념사업

총 8조
7,493억원

KSPO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합니다.
1989~2016년까지 27년간 총 8조 7,493억원을 대한민국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기준 정부 체육재정의 90.8%를 차지할 만큼 국가 체육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사업 분야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01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기금지원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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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육성

02

대한체육회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교육, 회원종목 단체 육성, 생활체육 행사 및 국제교류 지원, 방과후 스포
츠 프로그램 지원 등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을 지원합니다.
03

생활체육 시설 조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농
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04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민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일
제 지도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현
01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국민,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05

01 올림픽공원 축구교실 주최 올팍축구대회

장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도록 지원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02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03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지역주민들

학교체육 육성

04 국민체력100 체력왕중왕 선발대회

308

05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민체력 인증 및
생활체육확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연령과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 생활환경 주변에 국민체력센터, 개방형 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및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보급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1,505

418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종목보급

640

총

3,940
억원

있습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단체

1,069

기금지원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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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 육성

02

대한체육회 지원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의 운영과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 및 훈련장 건립지원,
03

비인기 종목 활성화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 지원으로 엘리트 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선
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국내 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국내 대회의 개최 및 체전시설 건
립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과 지방 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전문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장애연금,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 보호 지
01

스포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문체육인의 땀과 열정에 보답합니다

04

01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수혜자, 여자 양궁 최미선 선수
(2016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02 국내외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전문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지원금, 복지후생금 등을 지원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체육인 복지사업

(단위 : 억원)

165

03 전국체육대회 , 시·도 체육대회 지원
04 각종 국제대회 지원

대한체육회 지원

시·도 전문체육 육성

1,375

382
KSPO는 엘리트 체육의 근간인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 각종
국내대회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육성하고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스포츠강국 코리아’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또한 국제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들의 땀과 눈물, 노력의 시간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및
동계스포츠 육성

1,071

총

4,100
억원

주최단체 지원

1,107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기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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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교류 증진

국제체육교류 지원
0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를 위한 외교력 강화와 국가 위상 제고
를 목적으로 각종 스포츠 교류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 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 및 한국 선수단 파견을 지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스포
츠 외교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03

스포츠 반도핑 활동 지원
도핑의 유혹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반도핑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사업 지원
01

국제체육교류와 스포츠외교 활성화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높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 외교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세계 최빈국 부탄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작은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의 스포츠 발전을
뒷받침하는 후견인으로 기능하며 스포츠 한류를 선도합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

04

01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의
체조 도마경기 장면 (ⓒ연합뉴스)
02 무주에서 열린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03 부탄 ‘작은 체육관’ 착공식 (2016. 5. 27)
04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성지순례 및 수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태권도공원의 조
성·운영과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도핑방지활동

(단위 : 억원)

74

국제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362

2,696

태권도 진흥사업
지원

407

총

3,539
억원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기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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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육성

차별없는 스포츠복지 세상을 향해
250만 장애인과 함께 나아갑니다

0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국 및

우리 사회의 250만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배치, 기초조사연구 등을 지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및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합니다.

선수들을 위한 과학적 훈련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전용 경기장을 조성해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장애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인간의 한계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맞서
싸우는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합니다.

02

KSPO는 앞으로도 소외와 차별 없는 스포츠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장애인 후보선수 육성과 심판, 전문트레이너 등 전문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운영,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기반을 조성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장애인체육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운영 지원, 17개
03

0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02 휠체어테니스 박주연 선수
03 여자 휠체어양궁

시·도지부에 대한 행정 지원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운영

44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단체

411

71

장애인 전문체육

106

총

632
억원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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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 사업

스포츠복지 사업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온 국민의 스포츠 스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을
쉽게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시설 이용시 1인당(1강좌 기준)
수강료를 월 8만원 한도로 6~12개월간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실적 및 계획
(2016~2017년)

20

34,483명

43,000명

24.7% 

무료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로
백세시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체력100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KSPO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3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국민
체력인증센터(2017년 현재, 전국 37개소)에서 자신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평가
받은 후, 전문가의 운동상담 및 처방에 따라 체계적으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74억원

128억원

35.9% 

국민체력100 건강충전버스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특히 2016년부터는 방문상담이 어려운 택시·버스기사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국민체력

100 건강충전버스 및 출장전담팀을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 체력검사 대행 및 경찰, 군인, 소방관 등 특수직군 체력관리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
기도 했습니다.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수혜인원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사업예산
국민체력100사업 실적 및 계획 (2016~2017년)

161,122명

195,000명

21.0%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수혜인원

70억원

80억원

14.3%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사업예산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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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스포츠산업 육성

SPOEX는 최신 스포츠레저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KSPO가 매년 2월 개최하는 국내 최대·아시아 정상급의 종합 전시회입니다. 피트니스, 캠
핑·아웃도어, 바이크, 수상·수중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하며, 전시회 기간 동
안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가 병행하여 개최됨으로써 참가기업 수출에 기여합니다.
02

스포츠과학기술 개발(R&D) 지원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기술분야의 신제품,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시험·인증
03

국산 스포츠용품의 품질개선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신갈)에 스포츠
용품시험소를 설립, 품질·규격·운동기능·생산공정 등을 평가해 ‘KISS (Korea Industrial
Standards of Sporting Goods)’ 인증을 부여하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자금지원

555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모태펀드를 조성, 스포츠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의 기업 및 프
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와 민간체육시설, 스포츠 서비스업체
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해외전시 및 글로벌화 지원

01

04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
스포츠산업 강국을 만들어갑니다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회(미국, 독일, 중국)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전략수립,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온·오프라인 광고)을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70

스포츠산업 융자

384

05

KSPO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모아 스포츠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설 기구인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두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와 ICT, 관광 등 타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에서 창업 및 자금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기술
개발(R&D) 지원

97
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

01, 0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03

총

782

2017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스피닝바이크 시연)

억원

04, 05 KSPO 스포츠용품시험소에서
골프용품을 테스트하는 모습

스포츠산업 활성화

231

체육진흥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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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포츠산업 육성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스포츠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창업지원센터│'14년~'16년(3개소 운영) 창업교육 382명, 창업보육 27팀, '17년 6개소로 확대 운영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인력양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합니다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01

KSPO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초조사 및
학술연구사업과 함께 신속한 시장정보 제공으로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와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포츠산업 특화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스포이즈(job.spois.or.kr)’와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 일자리 매칭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채용정보 박람
회인 ‘스포츠산업 잡페어’를 개최,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 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중소 스포츠용품업 및 스포츠 서비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마케팅, 제품경쟁
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분야별 컨설팅과 기업상장을 위한 IPO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및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02

스포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중소 스포츠기업과 국내·외 체육단체의 인턴십 지원으로 스포츠분야 인력양성과 청년실
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융·복합 및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
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03

01 스포츠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스포츠산업과 지역 강세산업,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우수한 스포츠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스포츠자원과 관광자원이 결합된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합니다.

2017년 지원계획

02 스포츠산업 잡페어
03 스포츠산업 컨퍼런스

498명

10,826명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구인·구직자 매칭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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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공공·민간 체육시설 현황관리와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부터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
른 후속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설 기본정보 제공, 프로세스
관리, 사후관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
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
전국 각지의 레저스포츠 시설 현장 안전점검 사업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02

안전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429
레저스포츠 안전점검 440
체육시설 안전교육

03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KSPO는 노후 체육시설 및 스포츠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2016년 12월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안전교육,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49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7,327

615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01 2016 레저스포츠진흥 심포지엄에서 KSPO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원이 「레저스포츠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제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02 레저스포츠시설 현장 안전점검 사업

또한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0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1,200

총

110,503
백만원

체육진흥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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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운영

체육연구 & 인재양성

2012년 6월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 유네스코 석좌기관에 선정된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청소년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청소년 육성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7
월까지 석좌기관 지정이 4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01

체육인재 양성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인재육성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 체육인 연수사업 등
을 통해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여성 스포츠 리더, 국제 스포츠인재 및 국제심판, 스포츠
멘탈코치 등을 양성합니다. 또한 스포츠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 및 국제 스포츠행정가 양성과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

체육지도자 양성

KSPO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
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자격검정(필기, 실기) 및 연수를 시행합니다.
01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관련 국제학술행사
02 체육지도자연수원 교육 현장
03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표선수 훈련지원 (진천선수촌)

03

체육 학술연구 및 인재 양성으로
한국 스포츠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KSPO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정책 개발, 스포츠과학 연구 및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 연구, 체육정보망 구축·운영, 체육인재 및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체육과학 종합 연구기관으로,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체육정책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차세대 체육인재 발굴·육성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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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인포그래픽으로 본 스포츠레저·문화사업 성과

스포츠레저·문화사업

02 스포츠레저·문화사업

02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투르 드 코리아
경제적 파급 효과 (2016)

KSPO는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다채로운 스포츠·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올림픽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 운영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고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를 비롯해 다양한 체육·문화행사 개최,
스포츠단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밝고 건강한 스포츠 복지 선진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287

억원

서울올림픽기념관
관람인원 (2016)

225,575

명

올림픽공원 이용객
(2016)

549

만명

소마미술관
관람인원 (2016)

스포츠레저·문화사업 분야

187,858

명

올림픽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인원 (1990~2016)

143.3

만명

03│스포츠단 운영

01│체육·문화시설 운영

올림픽스포츠센터
월회원 수 (2016)

252,696

명

02│레저·문화 이벤트 개최

에콜리안골프장
입장객 (2011~2016)

533,159

명

스포츠레저·문화사업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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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시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올림픽공원에 자리한 서울올림픽기념관과 소마미술관, 올림픽유스호스텔, 올림픽공원도
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공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문화·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육성과 올림픽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
01

습니다. 특히 4회 연속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로 선정된 올림픽유스호스텔과 서울올림
픽기념관은 정부가 인증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에 조성한 에콜리안골프장
일반 국민들도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광산, 정선, 제천, 영광, 거창 등 5개 시·
군의 매립지, 폐탄광지 등 버려진 땅을 부지로 9홀 규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골
프 대중화와 골프 꿈나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2

주요 시설 현황
구분

면적

시설 현황

올림픽공원

144만m

• 체조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핸드볼경기장 등
경기장 7개소
• 올림픽홀, 우리금융아트홀, K-아트홀 등 공연장
3개소
• 올림픽회관, 올림픽파크텔, 서울올림픽기념관,
소마미술관 등

서울올림픽기념관

0.4만m2

• 서울올림픽 및 IOC, NOC 기념품 7,337점
보유·전시 (무료개방)
• 여성가족부 인증 청소년체험 프로그램
운영(올림픽가치교육)

소마미술관

1만m

올림픽유스호스텔

2.5만m

미사리경정공원

133만m

• 미사리경정장 등 건물 33개동, 호수면, 축구장 등

광명스피돔

19만m

• 지하1층 지상5층, 경륜경주장, 선수숙소동,
옥외시설물 등

에콜리안골프장

219만m

• 광산(33만m ), 정선(50.4만m ), 제천(36.5만m ),
영광(42만m ), 거창(57만m ) 등 5개소 / 친환경
대중골프장(9홀)

올림픽스포츠센터

5.5만m

• 분당(2만m , 지하3층 지상5층)
• 일산(3.5만m , 지하6층 지상10층)

2

03

수요자 중심의 체육·문화시설 운영으로
국민에게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01 서울올림픽기념관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틱톡! 스포츠 컷’

• 조각·조형물 222점, 회화·사진 68점 등 작품
435점 보유
• 미술관아카데미, 조각공원 투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02 올림픽유스호스텔 원데이 호텔리어 체험
03 소마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2

04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교육부장관 표창장

서울올림픽 유산을 국민의 품으로!

KSPO는 서울올림픽대회 유산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올림픽공원과
미사리경정공원을 스포츠와 문화, 힐링이 있는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조각공원 중 하나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육행사가 열리는 올림픽공원은 연평균 7백만명이 즐겨

2

2

2

• 지하1층 지상18층, 객실 233실, 연회장 등
편익시설
• 4회 연속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

2

찾는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경기가 열린

2

미사리경정공원은 2천5백만 수도권 주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04

2

2

2

2

2

2

2

스포츠레저·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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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문화이벤트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꽃피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KSPO는 체육진흥과 레저·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스포츠·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2007년 출범한 투르 드 코리아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로, 국제대회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져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했습니다.

01

02

뿐만 아니라 KSPO는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라톤, 사이클, 카누팀 등을 운영해 왔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스키팀을 창단해 우수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르 드 코리아 (2.1 CLASS)
세계 각국의 유명 사이클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로 매년 개최되며, 사
이클 저변 확대와 자전거산업 발전은 물론 경주 코스와 연계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촉
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이올팍페스티벌

03

대한민국 공연문화의 메카, 올림픽공원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야외 뮤직페스티벌로, 다양
한 장르의 콘서트와 명사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으로 매년 15만명이 관람하는
올림픽공원 대표축제입니다.

레저스포츠페스티벌

2016년 9월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레저스포츠페스티벌은 스케이트보
드, 클라이밍, 서바이벌게임, 드론, 카트, 페달보트 등 다양한 레포츠체험과 레저스포츠 산
업전,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도심형 레포츠 축제입니다.

04

KSPO 스포츠단 운영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동메달리스트 김정환과 국가대표 구본길이 소속된 펜싱팀을 비
롯해 사이클, 마라톤, 카누, 여자축구,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스포츠팀을 운영합니
다. 각 팀은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5

03

KSPO 장애인스키팀
투르 드 코리아

05

레저스포츠페스티벌

01

02
04

KSPO 펜싱팀
조이올팍페스티벌

경륜·경정 매출 및 수익금 배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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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4

레저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운영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기금 조성 및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SPO는 기금조성사업으로 1989~2016년까지 27년간 총 12조 1,03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1994~2016년까지 총 16조 5,417억원의 공익재원을 조성,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 재정 안정성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지방재정지원 10
기타공익사업

10

청소년육성기금

제세

19.5

16

발매
수득금

단위

고객
환급금

%

12

발매수득금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수득금 12% 중 개최경비를
제외한 전액 사회로 환원

72

국민체육진흥기금

40

사업 목적 및 공익재원 조성실적 (1994~2016년)

연도별 기금 조성 실적
국민의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발전 도모

FIRST

FOURTH

공익재원 16조 5,417억원 조성

04

(단위 : 억원)

63,756

계획
01

15,000

12,294

13,262

14,190

13,610

2015

2016

2017

12,000

경륜

69,233억원

03

SECOND

02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등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

THIRD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정

15,670억원

체육진흥투표권

80,514억원

9,016

6,000

※공익재원

3,000

• 제세금 :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0

• 공익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방재정지원 등

8,512

9,000

1989~2011

2012

2013

2014

※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 외에 복권기금 수입, 골프장 부가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 총 조성액 기준

03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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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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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레포츠 경륜

경륜·경정

경기도 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지는 사이클 경주로, 경주권을 구입해 승자를 적중하면 일정비율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레포츠입니다. 1994년 첫 경주 시작 이후 2016년까지 6조 9천억원의 공익재원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단위 : 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6,324

기타공익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1,370

지방재정 지원

공공재정 기여

53,839
(1994~2016)

총

69,233
억원

공익기금 조성

총

15,394

15,394
억원

(1996~2016)

350

1,51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90

청소년육성기금

3,948

공익재원 조성 실적 (1994~2016)

마린스포츠 경정

공익기금 배분 실적 (1996~2016)

경기도 하남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리는 모터보트 경주로, 경주권을 구입해 승자를 적중하면 일정비율의 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2002년 출범 이후 2016년까지 1조 5,670억원의 공익재원을 조성하며 각종 공익사업의
젖줄로 기능해 왔습니다.
(단위 : 억원)

스포츠 경주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605

기타공익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26

318

공공재정 기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각종 공익기금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경륜·경정사업을 운영합니다.
경륜·경정은 매출액 중 고객환급금과 법정세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사업으로, 수익금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 지원 △문화예술
진흥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레저세 등 각종 세수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재정의

14,274
(2002~2016)

총

15,670
억원

공익기금 조성

1,396

(2008~2016)

총

지방재정 지원

132

1,396
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6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공익재원 조성 실적 (2002~2016)

공익기금 배분 실적 (2008~201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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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02

01

짜릿한 스피드로 고객에겐 즐거움을,
지역사회에는 행복을 전합니다

04

01 광명스피돔에서 열리는 경륜 경주
02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리는 경정 경주
03 스피돔 무료 자전거교실
04 스피돔 라운지 문화공연
05 경정 수상스포츠교실

03

05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문화 프로그램 운영

KSPO는 경륜·경정 본장과 17개 지점을 활용해 스포츠댄스, 탁구, 요가, 서예, 노래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문화강좌를 개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스
피돔에서는 무료자전거교실과 스피닝바이크, 외발자전거 교실을 비롯해 스피돔라운지의
다양한 문화공연, 북카페 운영 등 다양한 레저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와 짜릿한 명승부가 펼쳐지는
경륜·경정은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레포츠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건전화평가 5년 연속 A+등급 획득

특히 경주가 펼쳐지는 광명스피돔과 미사리경정장을 비롯해 17개 지점(스피존)은 지역 일자리

KSPO는 경륜·경정이 건전 레포츠로 자리 잡도록 공정한 경주 정착과 경주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이 경주권 구매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과몰입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국
내 9개 합법 베팅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건전화 평가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출은 물론 주민을 위한 무료 문화교실 운영,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금 지원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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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 프로토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체육진흥투표권은 회차당 투표권 총매출의 50%를 고객의 개별 투표금액에 따라 환급금
으로 지급하는 토토(TOTO)와 경기별로 배당률을 정해 투표금액을 곱한 금액을 당첨금으
로 지급하는 프로토(PROTO) 두 종류가 발행됩니다.

협력기업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주)케이토토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6,500여개 판매점
과 인터넷(www.betman.co.kr)을 통해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골프 경기를 대상으로 투
표권을 발행합니다.

건전화평가 국내 1위, 세계복권협회
건전화인증 최고등급 재획득

KSPO는 소액으로 즐기는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
화 정착을 위해 건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고
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매한도 준
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사
업건전화 노력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2016년도
건전화평가에서 1위(A+등급)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베팅산업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하
고 권위있는 국제인증인 세계복권협회의 건전화
인증(RGF) 최고등급(Level-4)을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포츠토토는 판매수익 전액이
체육진흥에 쓰이는 공익사업입니다

(단위 : 억원)

수익금 지원내역

국민체육진흥기금

66,055

국제대회 조직위 지원

주최단체 지원

2,737

문화·체육사업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465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해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입니다. 운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인쇄식 복권이나 로또와는
달리 경기전적이나 선수기량 등을 분석해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지적 게임으로,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5

3,621

총

77,602
억원

우리나라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체육진흥 재원 조성을 위해 2001년 10월

월드컵 개최 지원

1,810

총

2,912
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도입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공익사업입니다. KSPO는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로 2001~2016년까지 총 8조 514억원의 수익금을 조성,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1,651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단체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발행 수익금 지원내역 (2001~2016)

증량발행 수익금 지원내역 (2011~2016)

주최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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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사회적 가치창출

고객만족
경영

KSPO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스포츠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스포츠 사회공헌과 교육기부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을 생활화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KSPO는 오늘도 달립니다.

임직원
행복경영

고객만족도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5회 연속

우수등급 달성

최고등급 달성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인증

일자리
창출

2016년
체육분야

추진 전략

SLOGAN

STRATEGY

2016년
동반성장 체감도
93.9점 달성

5년 연속 취득

사회공헌 슬로건

동반성장

환경경영

13,426명

사회공헌

올림픽공원

ISO140001인증
스포츠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5회 연속 갱신
2016년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대상 수상

스포츠
특화 교육
사회공헌활동

나눔과 상생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04 사회적 가치창출

04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사회적 가치창출

46

47

KO R E A S P O RT S P R O M OT I O N F O U N D AT I O N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로 꿈 키우기

사회공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 건강증진, 사회적 자립을 돕고 진로탐색을 위해
스포츠맨십캠프, 스포츠용품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및 일자리 매칭으로 이어지는 1년 단
위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스포츠 특화 교육 사회공헌
02

서울올림픽기념관, 소마미술관, 올림픽유스호스텔,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KSPO가 보유
한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활용,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를 비롯해 다양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올림픽 가치교육,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눔과 상생의 지역사회공헌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복지시설 방문 봉사, 기부금 지원, 1사 1촌 농촌 일손 돕
03

기,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나눔 두바퀴(어
르신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과외 지원, 장애인가족 캠프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등 다
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구석구석 온기를 전합니다.

01

04

소외된 이웃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스포츠는 가장 값진 나눔입니다
05

KSPO는 ‘스포츠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360°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에 특화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교육 기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KSPO 사랑나눔봉사단을 주축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01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스포츠 스폰서 데이
03 1사 1촌 농촌봉사활동
04 전국 아동복지센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무료 스포츠관람

KSPO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증한 카페에서 일하는 실버바리스타들

05 사랑의 밥퍼 배식봉사

사회적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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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동반성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르게 일하고
동반성장으로 공정사회를 앞당깁니다

05

01

고객만족도 5회 연속 최고등급 달성
스포츠복지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실행-평가-환류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프로세스를 확고히 정착시켜, 2011~2016년 정부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KSPO는 고객 중심의 혁신경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경영 생활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협력기업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확립과 스포츠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KSPO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일하며, 공공서비스 행정의 모범을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조사(PCSI)에서 5회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과정-결과 모두 All 바르게
02

KSPO는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윤리경
영 확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
는 2016년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믿음직한 파트너

03

04

04

01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안내센터
02 동반성장 협약식 및 간담회
03 윤리리더단 교육
04 고객만족경영 SI(Service Identity)
05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상장과 상패

KSPO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관계 확산과 협력기업의 고충해소,
스포츠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협
동조합 등이 생산·공급하는 제품구매를 꾸준히 늘려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육성하
고 있습니다.

E P I L O G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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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닿는 스포츠복지 서비스로
건강한 국민,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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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사회적
가치창출
04

성장기에서 노년기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저소득층에서 다문화 가족까지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사회공헌
윤리경영 & 동반성장

KSPO는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복지국가를 향해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눈으로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믿음으로 생애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충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스포츠 공익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Sports Sponsor

스포츠레저
문화사업

02
03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

체육·문화시설 운영
스포츠·문화 이벤트 개최
스포츠단 운영

생활체육육성

01

전문체육 육성
국제체육교류 증진
장애인체육 육성
스포츠복지사업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연구 & 인재양성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