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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개요

ㅇ (목적) 지방 거주 은퇴선수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취업지원 향상

→ 서울(올림픽파크텔) 소재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이외에 지역별 서비스

지원 공간 조성

ㅇ (장소) 경기(수원), 충청(대전), 전라(광주), 경상(부산), 강원(의정부) 등 5개 권역

* 위탁업체인 인지어스 지사 활용

ㅇ (운영) 지역별 직업상담사(인지어스) 1명 배치. 취업 상담 및 진로 교육

ㅇ (기간) 2018. 6월 ~ 12월(위탁업체 계약 기간)

* 업체 선정 시 지역별 지사 확보 요건

□ 권역센터 현황

지역 주소 상담사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파크텔 19층 오승수 070-8146-8181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8
대원콤비프라자 203호 서은정 031-890-0220

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72
홀리뷰빌딩 702호 안계남 042-365-0220

전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80 송강빌딩 7층 안영선 062-462-0220

경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2층 엄진아 051-914-0220

강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타워 1102호 옥치원 031-823-2110



붙임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및 권역센터 현황(5개소)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서울)
ㅇ 목적 : 은퇴선수들에게 취업진로(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고,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운영

ㅇ 위치 : 올림픽파크텔 19층(약25평 / 사무실 1, 상담실 2)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 아카데미’와 협력을 통해 동일 공간 운영

ㅇ 운영기간 : 2017. 7. 1일부터(‘17.7.26. 개소)

ㅇ 운영인원 : 총 9명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총9명)

대한체육회 취업지원 위탁업체 
 센터장(1명), 직업상담사(3명) 전문상담사(5명)

ㅇ 추진내용 :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컨설팅, 집합교육, 멘토링,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심리 및 진로상담 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1 김봉옥 02-6412-9091 bokim@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유관경력 12년 2개월

2 이현수 02-6412-9092 hslee@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 유관경력 6년 3개월

3 이경희 02-6412-9093 khlee@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유관경력 6년 4개월

4 김효은 02-6412-9094 hekim@ingeus.com
- 인지어스 5년 근무
- 유관경력 7년 1개월

5 김미연 02-6412-9095 miykim@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유관경력 4년 7개월



 경기센터(경기 수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자격증 포함)

서은정 031-890-0220 eunjseo@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유관경력 3년 3개월

 충청센터(대전 서구)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자격증 포함)

안계남 042-365-0220 gnan@ingeus.com - 사회복지사 2급
- 유관경력 3년 5개월



 전라센터(광주 북구)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자격증 포함)

안영선 062-462-0220 youngsahn@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유관경력 16년 5개월

 경상센터(부산 부산진구)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자격증 포함)

엄진아 051-914-0220 jaum@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유관경력 3년 6개월



 강원센터(경기 의정부)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자격증 포함)

옥치원 031-823-2110 cwok@ingeus.com - 직업상담사 2급
- 유관경력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