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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路 「스포츠에서 시작해 스포츠로 가는 길」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 행사명: 2022 스포츠진학진로취업박람회

◇ 목적

□ 청소년, 청년에게 스포츠 관련 진학과 진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창업, 창직, 취업을 유도함

□ 스포츠 기업들이 스포츠 유관기관 및 단체와 B2B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양한 협업을 지원함

□ 스포츠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피드백
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

◇ 개요

□ 일시: 2022년 9월 2일(금) ~ 3일(토), 2일간 10:00~18:00
  ※ 개회식
    - 일시: 2022년 9월 2일(금) 10:00
    - 장소: 잠실학생체육관
    - 참석자: 경향신문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IOC위원 등 다수
□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잠실학생체육관

행사장 인근 이용 안내

▪주차: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주차비 저렴, 주차 후 도보로 5분 이내 거리)
  ※ 잠실학생체육관 내부 주차장은 당일 폐쇄(실외 행사장으로 활용)
▪인근역: 잠실운동장역(2호선) 8번 출구에서 100m 앞 체육관 입구

□ 참가자(대상)   ※ 예상 참가 인원 약 1만 명, 동시 입장 인원 제한, 입장료 없음

  ▪ 고3 중심 중고생, 체육특성화학교 재학생, N수생,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학생선수, 선수경력자(은퇴선수) 등 스포츠계 진로를 원하는 젊은층



- 2 -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스포츠단체 관계자, 문체부, 교육부, 
교육청 등 스포츠 및 체육 담당 공무원, 스포츠산업계 관계자, 체육 교사, 
운동부 지도자

  ▪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 주최: 경향신문
□ 주관: 스포츠경향 스포츠플러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사이트(https://www.ssrofair.com) 참조

◇ 주요 행사 내용

□ 메인 콘셉트: 대학 입학 + 진로 체험(스포츠IT 산업전 관람) + 취업 상담
□ 운영 규모: 대입 상담 대학 35교, 스포츠IT기업 25개, 스포츠 주요 단체 10개
□ (2일간) 행사 내용

▪스포츠 관련 대학 진학 상담(전국 주요 체육대학 부스 35개)
▪스포츠 산업전(스포츠IT 기업 25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 7개 종목 등 주요 단체 진로 취업상담(10개)
▪기업, 대학, 지방체육회, 국내스포츠 주요단체, 체육·교육 공무원과 B2B 네트워크 

구축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진로 체험
※ 2시간 터울 프로그램 반복 진행, 방문객 자연스러운 교체 및 출입 유도

□ 주요 참가 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스포츠안전재단,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학교체육진흥회,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 한국스포츠산업협회,
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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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단체 주요 프로그램

▪대한체육회: 독자적인 진로 체험 및 취업 상담
▪대한장애인체육회: 진학 부스 운영, 진로 및 취업 상담
▪국민체육진흥공단: 취업 상담,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소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체험, 연구위원 및 연구원 채용 정보 제공
▪대한축구협회: 독자적인 진로 소개 프로그램 ‘드림 KFA’ 진행
▪프로 7개 종목 단체: 진로 및 취업 상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 제공 등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국제 스포츠단체 진출 정보 제공 및 상담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프로구단 트레이너 진로 소개 및 체험(실외)
▪한국e스포츠협회(KeSPA): e스포츠 관련 진로 소개
▪학교체육진흥회: 고3 학생 선수 중심 대학 진학 및 직업 진로 상담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종목별 에이전트 희망자에 정보 제공

□ 참가대학 (※ 무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세종), 성균관대(수원), 경희대(용인), 단국대(천안), 숙
명여대, 숭실대, 건국대(충주), 동국대(서울), 한국외대, 상명대(서울), 상명대
(천안), 한양대(에리카), 백석대, 경기대, 부경대, 배재대, 을지대, 한국방송통
신대, 동원대, 명지대, 순천향대, 남서울대, 부천대, 여주대, 대림대, 한신대, 
국제대, 나사렛대, 영남대, 용인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대, 한국체대

□ 참가기업 (※ 일부 변동 가능)

보이스캐디(VC), 캐타펄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DJ매니지먼트,
스포첵, 옵타(OPTA), 에듀체인지, 아이풀, 위드어스, 클라임코리아, 인바디,
M20, 플레이디딤, 앤트로스, 픽셀스코프, 비플렉스, KD스포츠, 아이온커뮤니
케이션즈, 농심이스포츠

◇ 기대 효과

□ 국내 최초 스포츠 진학과 진로를 결합한 박람회 장 마련
□ 스포츠계 다양한 인력 확보, 스포츠 시장 확장, 융복합적인 인재 육성
□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스포츠계, 교육계, 산업계, 언론계 협력 모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