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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 플래닛스포츠교육 플래닛 예비행정가 과정 

□ 목표

 ㅇ 예비행정가로서 스포츠 단체 내 기초적인 사업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접목 교육

□ 개요

 ㅇ [일정] 온라인Zoom: 2021. 10. 20.(수) ~ 11. 3.(수) / 매주 수요일

           하이브리드(집체+온라인Zoom): 2021. 11. 10.(수)

           동영상: 2021. 10. 20.(수) ~ 11. 12.(금) / 기간 중 자유수강 

 ㅇ [장소] (하이브리드)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ㅇ [대상] 스포츠행정가가 되고 싶은 미취업자 40명

교육신청 바로가기

 ㅇ [교육시간] 25시간(온라인Zoom 14시간, 동영상 8시간, 하이브리드 3시간)

 ㅇ [이수조건] 전체 교육시간(25시간)의 80% 이상 수강, 만족도조사 참여

□ 커리큘럼

 ※ 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과목명 일정 시수 강사

<1일차>
10.20.(수)
온라인
Zoom
[4시간]

[OT 및 상호인사] 우리 지금, 여기 함께! 13:30~14:00 - 퍼솔켈리코리아
현직자에게 듣다!
대한체육회와 체육행정의 성장기 14:00~15:00 1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현직자에게 듣다!
너희가 스포츠를 아느냐? (스포츠 가치의 힘) 15:00~16:00 1 방열

前 대한민국농구협회장

[핵심 쏙쏙] 
스포츠 분야 기관 및 조직 이해 16:00~18:00 2

백성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총장

<2일차>
10.27.(수)
온라인
Zoom
[5시간]

[전문가 특강] 
스포츠 법령과 규정 적용 케이스 스터디 13:00~15:00 2 강래혁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원포인트 실무] 체육 행정가의 A to Z 15:00~17:00 2 이원재
국민대학교 교수

[핵심 쏙쏙] 
최신 스포츠 정책 Trend와 정책 동향 17:00~18:00 1 김창금

한겨레신문 부장

<3일차>
11.3.(수)
온라인
Zoom
[5시간]

[핵심 쏙쏙] 
스포츠 공정활동의 이해와 기관 소개 13:00~14:00 1 공정활동기관(4개)

[원포인트 실무] 
스포츠 분야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14:00~16:00 2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원포인트 실무] 
스포츠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16:00~18:00 2 더브릿지컨설팅 팀 티칭

(유인찬 대표, 정은창 실장 외 1명)
<4일차>
11.10.(수)
하이브리드
[3시간]

예비행정가: [원포인트 실무] 
스포츠 사업계획서 리뷰 및 발표 09:00~10:00 1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예비행정가: 스포츠 행정가를 위한 "커리어 Day" 10:00~12:00 2 박진우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장

10.20.(수)
~

11.12.(금)
동영상
[8시간]

체육행정의 핵심1: 분야별 체육 지원사업

기간 중
자유 수강
(24시간 

수강가능)

1 이창하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장

체육행정의 핵심2: 스포츠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2 정은창
더브릿지컨설팅 실장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의 기초 2 김재현
대한체육회 마케팅위원장

국제경기 대회 및 이벤트 기획 프로세스 이해 2 김두일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장

보고서 작성 10계명 1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