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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인재 육성을 위해 

 2021년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온라인 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과정개요

 과 정 명 : 2021년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온라인 해외연수 

 교육목적 : 글로벌 스포츠 전공 교육 등을 통한 스포츠 전문역량 향상

 교육기간 : 2021. 10. 6.(수) ~ 12. 17.(금) / 총 11주간

 교육시간 : 주중 야간(화~금), 요일별 상이  * 워크숍 별도(주말 2회)

 교육장소 : SPORTS 360LAB(올림픽공원 內 ) 등 * 스포츠전공교육은비대면교육(ZOOM)

 교육대상 : 국제스포츠직무 종사 희망자/ 총 15명 내외

 교육구성 : 스포츠전공교육, 영어교육, 워크숍 등/ 총 110시간 내외

 교육방법 : 블렌디드  * 실시간 비대면화상교육 및 오프라인 집합교육 등 병행

 수료기준 : 출석률 및 과제 제출 등 평가

Ⅱ 교육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시간 운 영

스포츠

전공교육

(50h)

○ 스포츠매니지먼트학부개론수업위주구성(영어강의)

- Administration, Marketing/Revenue, Industry Relation,

Risk Management/Law 등 (4개분야, 총 20개주제)

○ 교육생 멘토링 등 제공

(화/목)

20:00
∼22:30

미국

플로리다大

(온라인)

영어교육

(50h)

○수준에따른영어회화교육및스포츠전공교육과제,

보고서작성등에따른영작문실습등지원

* 교육생외국어수준등고려, 3개반분반운영

(수/금)

19:00
∼21:30 캐럿글로벌

(오프라인)
워크숍

(10h)

○이문화이해, 글로벌매너및에티켓등(6h)

○국내ㆍ외체육단체현직자등전문가초청특강(4h)

(토)
13:00
∼18:00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세부 커리큘럼은 [별첨1] 참조

Ⅲ 교육생 모집

 신청기간 : 9. 15(수) ~ 9. 28(화) 16:00까지

 신청방법 : K스포에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edu.kspo.or.kr) 

 자격요건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하고 있으며, 공인영어성적(TOEIC 750점 상당 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종목별 선수경력자(3년 이상)
   * 대한체육회 산하 정ㆍ준회원 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ㆍ준가맹단체 기준)

 ○ 대학(학사)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및 대학 졸업자
   * 모집마감일 기준(전공 제한 없음,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 체육 및 국제 행정업무 유관 경력자(1년 이상)

❍ 우대사항 

   -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  *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한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2] 참조

   - 국제스포츠인재양성 해외연수 과정 수료자(중복 참여 제한)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시 작성 및 제출

 ❍ [필수]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서식 활용)

 ❍ [필수]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사본

  

※  TOEIC, TOEFL, (New) TEPS,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OPIc 중 택 1 제출
☞  TOEIC 750점 이상, TOEFL IBT 85점 이상, TEPS 594점 이상, New TEPS 322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TEPS SPEAKING 53점 이상, OPIc IM2 이상

* 모집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표(스캔본) 제출
** 단, 학부또는대학원과정을영어권국가에서졸업한자에한해영어시험성적제출면제(졸업증명서제출)

 ❍ 선수등록확인서 * 종목별 선수경력자 해당자 필수

 ❍ 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및 우대사항 해당자 필수

❍ 재직·경력증명서 * 체육 및 국제 행정업무 유관 경력자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자격요건 및우대사항 기재내용 등불인정

※제출서류첨부는원본(사본)의스캔파일형태로첨부요망 (화면캡쳐또는화면출력등불인정)

회원가입/로그인 → 정규과정(블렌디드과정) → 온라인해외연수과정 → 온라인 신청·접수



Ⅳ 교육생 선발

 선발절차 

 ❍ 서류전형(1차) *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 자격요건 적격 여부 및 제출서류·자기소개서·어학성적 등 검토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多대多 면접, 면접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적격자 선정

평가항목 참여의지(성실성/태도), 활동경력 및 역량, 영어능력, 발전가능성 등

 추진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9. 29.(수) 17시, K스포에듀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 : 10. 1.(금) 14시~18시, SPORTS 360LAB(올림픽공원 內) 

 ❍ 최종합격자 발표 : 10. 5.(화) 14시, K스포에듀 홈페이지 공지

 ❍ 개강식 : 10. 6.(수) 19시 예정, 세부 내용 및 일정 추후 안내

* 면접심사 일자는 변경 불가능하므로, 필히 일정 확인 후 신청 요망(개별 면접시간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Ⅴ 기타 안내사항

 ❍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장 관리 및 교육 운영

  - 교육장 주기적 소독·방역 예정

  - 방역지침 및 개인 감염 예방수칙 준수  

  - 교육과정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출석 전 자가진단 후, 유증상시 사전 통보 필수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시 출결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교육생 등 확진자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 교육일정 

조정 및 비대면 교육 전환 가능

❍ 모집마감일 이후 제출한 지원서 및 서류 등은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음

 ❍ 허위기재,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관련문의 – 캐럿글로벌 교육운영팀(070-7418-4027/5335)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최지광 주임(02-410-1510)

[별첨1]

<2021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온라인 해외연수 커리큘럼(안)>

○ 스포츠전공교육 커리큘럼(총 20개 주제, 미국 플로리다大 비대면 화상교육 실시)

  

○ 교육일정(주 4회, 회당 2시간 30분 교육)

구 분 화 수 목 금

1주차(10.5(화)~) 개강식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2주차(10.12(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3주차(10.19(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4주차(10.26(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5주차(11.20(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6주차(11.9(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7주차(11.16(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8주차(11.23(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美 추수감사절 휴강

9주차(11.30(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10주차(12.7(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11주차(12.14(화)~) 스포츠전공교육 영어 스포츠전공교육 수료식

* 상기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말 워크숍(토요일, 총 2회)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고려, 교육기간 내 일정 조정하여 실시 예정

구 분 강 의 주 제

Administration

The field of sport management
Managing diversity within sport organizations

Managing human resource within sport organizations
Strategic vision and goals of sport organizations

Athlete Development and the Transition to Life after Sports
Sport facilties - History & Future

Fundamentals of event management
Governance/Policy Development

Managing big  data 

Marketing 

& Revenu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artnership 
Sponsorship and Athlete endorsement 

Branding in Sport Business
Sports consumers

Media relations in sport business

Industry Relation

Relationship building in sport business
College sport: Today and tomorrow

Olympic games and tourism development

Risk Management 

& Law

Risk management in sporting events
Ethics and sportmanship

Legal aspects of sport business



[별첨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선발 제한

** 추후 허위사실 등 발견 시 교육과정 참여 제한 및 수료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