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교육목적 단계별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과 보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 

기회 제공

교육대상 스포츠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스포츠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모집인원 50명

교육기간 창업교육(교육생 전원) 2019년 5월 ~ 2019년 6월                        

창업보육(선발 보육팀) 2019년 7월 ~ 2019년 12월

▣ 교육내용

￭ 단계별(기초-심화-실전) 교육과정 총 23개 강좌 71시간

￭ 실무중심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2박 3일 2회, 1박 2일 1회)

￭ 소집형 집중 교육 실시(총 3회) 

창업 프로세스 이해 스포츠산업 창업전략 스타트업 역량강화

기간 2019. 5. 10~12 2019. 5. 31~6. 2 2019. 6. 22~6. 23

장소 파크호텔 영등포 서울 파크호텔 영등포 서울 파크호텔 영등포 서울

시간 25시간 23시간 23시간



 창업프로세스 이해 스포츠산업 창업전략 스타트업 역량강화

이론

교육

(3h)

창업 사전교육(2h)

기업가 정신과 창업

투자유치 및 가치평가

성공적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국내/외 창업트렌드 분석 

조직과 리더십

스포츠 산업과 4차산업

스포츠 에이전트 비즈니스

스포츠산업과 미디어

스포츠와 블록체인

창업 마케팅

SNS 광고와 홍보 전략

창업을 위한 셀프 세무/회계

창업과 디자인 경영

정부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창업과 지식재산 전략

현장

실습

(4h)

2019경기국제보트쇼

(2019. 5. 10 금)

서울 VR/AR EXPO

(2019. 5. 31 금)

제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9. 6. 7 금)

특강

(2h)

스포츠 창업 사례I

사회적 기업 창업 전략

스포츠 창업 사례II

사회적 기업 창업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법

PT제작 및 프리젠테이션

워크샵

&

세미나

(3h)

마린스포츠장비 리페어링

모터스포츠산업 기술창업

옵티컬테크닉 On 스포츠 컨버전스 스포츠산업

※ 워크샵 및 세미나는 소집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교육입니다.

※ 상기 운영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자 특전 및 지원 사항

￭ 교육비 전액 지원 및 교육과정 70시간 중 49시간(70%) 이상 이수 시 수료증 수여

￭ 스포츠산업 현장 실습 및 창업 관련 행사 참가 지원

￭ 스포츠산업 워크샵 & 세미나 행사(6시간) 참가 지원

￭ 창업 콘텐츠와 아이디어 전략 특강행사(6시간) 참가 지원

￭ 교육수료 후 창업보육팀으로 선발 시 사업화 자금으로 15백만원~최대 40백만원 

차등 지급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

￭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모집일정

모 집 기 간  2019년 4월 12일 ~ 5월 1일

합격자발표 2019년 5월 4일(이메일 및 문자 통보)



사 전 교 육  2019년 5월 7일 18:00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성신관 2408

신 청 방 법  https://blog.naver.com/kgu-sports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kgu-sports@naver.com)

선 발 방 법  서류심사

문  의  처  경기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황인선 031-249-9495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애경관 32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