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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만들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국민 스포츠 축제

행 사 명

개 최 기 간

개 최 장 소

슬 로 건

행 사 구 성

주 최 / 주 관

행사개요

2019 인터내셔널 키스포츠페스티벌 인 파라다이스시티

2019.09.28(토) ~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최초의 민간 올림픽. 문화를 만들다, 대국민 스포츠 축제

스포츠 경기, 전시회, 부대행사

키스포츠페스티벌 조직위

‘2019 인터내셔널 키스포츠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멀티 스포츠 이벤트로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역동적 스포츠 문화 공간 

을 조성하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 

하는 민간인 올림픽 형태의 스포츠 문화 

축제

국내 최대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각종 스포츠경기, 엑스포, 부대행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 최고 멀티 스포츠 

이벤트로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스포츠라는 

다양성 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축제

스포츠 문화의 

집합체 



스포츠 경기
 

규모 

8종목 / 경기 참가자 2000명

목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멀티 스포츠 이벤트로 모든 스포츠 경기 실현 가능

종목

크로스핏, 주짓수, 팔씨름, 댄스, 미식축구, 파워리프팅, 폴댄스,

바디빌딩/피트니스

전시회
 

규모

30업체

목표 

·스포츠 문화의 선진국화 - 스포츠의 대중화를 

넘어 생활화로 정착

·멀티 스포츠 문화 컨텐츠 사업을 통해 스포츠 

관련 기업과 업체의 동반성장 

부대행사

내용

·음악파티, 맥주파티, 런웨이 쇼, 음악/미술 

등의 콜라보 행사

·전문가뿐 아닌 일반 참관객들의 흥미 유발과 

세련된 생활 스포츠 문화 인식이 자리매김

·음악/미술, 패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콜라보 행사 진행



스포츠
경기

참가선수

39%

5%3%

참관객 
51%

박람회 참가 
업체 인원

컨퍼런스 프레젠터 
및 참가인원

스태프

3,012명

2,300명

235명

156명

202명

*2018 양양식품 인터내셔널 키스포츠페스티벌 인 서울 기준

박람회 참가 업체

상호간 이익을 위해 함께 상호 협력해 

홍보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파트너

부스타입

기본부스(9㎡)

일반신청

2019년 9월 20일까지

1,650,000원/부스

3%

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1.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무국 담당 이메일로 송부입금

2. 인보이스 수령 후 계약금(참가비 50%) 입금

3.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계약금 납부 후 2주일 이내) 완료

참가비 안내

하루 6천명 스포츠 전문인과의 만남

2019 인터내셔널 키스포츠페스티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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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SPORTS FESTIVAL

참관객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관객으로서 

스포츠 문화를 스스로 즐기고 능동 

적으로 홍보해 행사의 전문 브랜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 

이자 주요 고객층 

컨퍼런스 프레젠터 및 수강생 

스포츠 관련 전문가 및 전공자로서 

스포츠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고객층

스포츠 경기 참가선수

전문 스포츠인으로서 단시간에 

다수의 참가자에게 효율적인 마케 

팅을 수행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충성 고객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