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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멘토링 프로그램’멘티 모집 공고 (2기)

  대한체육회에서는 운동선수가 희망하는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를 멘토로 

구직에 필요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직무를 준비하는 멘티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신청자격 : 현역선수 및 선수경력자 (대한체육회 e진로지원서비스 등록 신청자)

  2. 모집인원 : 각 분야별 6명(모집분야는 홈페이지 welfare.sports.or.kr 참고)

  3. 신청서 접수 및 전형절차

    ㅇ 신청기간 : 2021.8.25.(수) ~ 8.31.(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e진로지원센터 신청

        ※ 홈페이지 welfare.sports.or.kr -> 진로역량교육 -> 멘토링 신청

    (멘토링 분야 중복신청 불가)

    ㅇ 합격발표 : 2021.9.1.(수) 14:00 (개별문자안내)

 □ 프로그램 내용 

“Know-How”

멘토링

- 멘토 직무 

 소개 및 준비

“Special”

멘토링

- 업무 노하우 및 

생활 코칭

“Outgoing”

멘토링

- 직업 전환 및 

현장 견학

“Career”

멘토링

- 직업(진로) 

정보 및 계획

“Support”

멘토링

- 개인별 활동 및 

애로사항 코칭

  ㅇ 활동기간: (2기) 2021년 9월 1일(수) ~ 2021년 11월 30일(3개월)

  ㅇ 활동방법: 대면. 온라인, 유선 등 다양한 경로 진행(멘토와 협의)

  ㅇ 지원내용: 그룹멘토링, 개별멘토링, 진로지원센터 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필수사항: 주 1회 이상 그룹 멘토링 참여(그룹결성 후 멘토와 일정 협의) 

  ㅇ 권장사항: 월별 현직자 직무특강 참여

  

□ 유의사항

  ㅇ 멘토링 직무는 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ㅇ 신청 초과인 경우 선착순 배정 및 선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허위작성의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ㅇ 정원 초과 신청 시 신규멘티 지원자 우선 선발됩니다.

  ㅇ 문의 및 연락처 : 대한체육회 운동선수진로지원센터 멘토링 담당자 [☎ 1544-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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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직무 분야

 

No. 멘토링 직무 소속

1 경기심판 부산광역시 체육회

2 교사 송곡여자고등학교

3 국제스포츠행정 서울대학교

4 선수트레이너 주식회사 고트

5 스포츠과학연구원 대전스포츠과학센터

6 스포츠심리 한국멘탈코칭센터

7 스포츠행정 대한역도연맹

8 스피치 울커뮤니케이션

9 직업군인 효단태권도&심리상담센터

10 직업상담(진로상담) ㈜맥시머스

11 창업(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데아이(DEAI)

12 창업(온라인마켓) 경기경영컨설턴트 협동조합

13 학교운동부지도자 서울대학교



순번 성명 멘토링직무 소속 주요경력

1 김정배 경기심판 부산광역시 체육회

2020: 현재, 부산광역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

-2019: 청소년 레슬링 국가대표 자유형 감독 및 카뎃

아시아선수권 자유형감독 참가

-2011~2019: 부산 재송중학교 레슬링 코치(2019 종합

우승, 우수 지도자상)

-2015: 현재 국내 레슬링 대회 심판활동(2020 우수

심판상)

-2018: 현재 UWW(세계레슬링연맹) 영상팀 소속 아시아

대회파견

-2019: 아시아 카뎃 레슬링선수권 참가(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자유형팀 감독

-2018: 아시아 주니어 레슬링선수권 참가(인도, 뉴델리)

/ UWW영상팀 촬영

-2018: 파벨 피니긴 기념 레슬링대회 참가(러시아,

야크츠크) / 자유형팀 감독

2 김진성 교사 송곡여자고등학교

2006.03~현재 : 송곡여자고등학교 재직

-2019~현재 : 아시아태권도 연맹 교육분과위원

-2021:한국태권도여성연맹(이사)

-2016 : 모범지도자상(대한태권도협회)

-2013 : 학교체육활동발전공로(교육감표창)

-1994 : 서울국제태권도대회 1위

중등학교 정교사 1급(체육)

태권도 전문체육지도자 2급

3 박성진 국제스포츠행정 서울대학교

203개 회원국 관리 및 대회운영 지원: 국제유도연맹

사무총장실

-미디어 기획 및 운영: 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글로벌 스포츠 리더양성과정 프로그램수료:

테네시대학교

-훈련지원, 선수지도 및 관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도팀

-대한민국 대표단 통역: 2015광주U대회조직위

-외교부 동계 워크숍 수료: 국립외교원

-유도선수 7년

4 이동희 선수트레이너 주식회사 고트

現 주식회사 고트 대표이사

-2020 : 도쿄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팀 체력코치

-포베럴트레이닝센터 대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밀착지원팀 분석연구원

-인천인재개발원 강의

-SK슈가글라이더즈 여자핸드볼 팀 체력트레이닝

2021 2기 멘토별 소개



순번 성명 멘토링직무 소속 주요경력

2021 2기 멘토별 소개

5 김성은 스포츠과학연구원 대전스포츠과학센터

-2009~현재: 대전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과학 연구원

-스포츠과학지원실/스포츠과학센터 업무총괄

-스포츠과학 연구논문 관련 업무

-센터측정 장비 측정 및 훈련프로그램 교육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 지원(운동역학분야)

-선수 체력(기초/전문)측정 업무 지원

-심리상담 및 개인(팀)별 측정결과 피드백 관련

-2016~2017: 고려대학교 휘트니스센터 센터장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수중)

6 소해준 스포츠심리 한국멘탈코칭센터

現 ㈜한국멘탈코칭센터 대표 멘탈코치

-Mental Austria 파트너 멘탈코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멘탈코칭 강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전임감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멘탈

코칭 강사

前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멘탈코치

-대한민국배구협회 멘탈코칭 특강(전국 배구지도자 대상)

-대한체조협회 국가대표 상비군 멘탈코칭 특강 강사

-스포츠 멘탈코칭 칼럼 연재(스포츠Q 칼럼니스트)

-스포츠 멘탈코칭 전문가 자격과정 운영(민간자격 등록)

7 최별 스포츠행정 대한역도연맹

2017~현재 : 국제스포츠행정가(대한역도연맹 국제업무 담

당)

-국제대회 개최(2017 양구 아시안컵/클럽 역도선수권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아시아 선

수권대회)

-국제/아시아연맹 총회(회의)관련 업무

-역도 국내 공인심판 2급

8 김범준 스피치 울커뮤니케이션

-시사예능 교양 생활체육 전문리포터

-올커뮤니케이션(레크리에이션, 행사기획, 이벤트

MC)대표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 경영학 박사 재학

-서일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유튜브채널 김범준의 생활체육TV 운영중

-SBS 특채 개그맨, MBN 공채 1기 개그맨

-연합뉴스TV 비즈톡톡 리포터, jtbc 웃어라 대한민국

리포터 MBC TV특종놀라운세상 리포터, MBC 생방송뷰

리포터 마운틴TV 주말여행산이좋다 리포터

-MBN 보이스퀸 사전MC, TBN 코미디빅리그 사전 MC(이

외 다수 방송활동)



순번 성명 멘토링직무 소속 주요경력

2021 2기 멘토별 소개

9 김연진 직업군인 효단태권도&심리상담센터

-現예비역 소령

-60보병사단 551 포병대대 포대장

-60보병사단 포병연대 인사장교

-5포병여단 5000대대 사격지휘장교(작전장교)

-1포병여단 751대대 포대장

-61보병사단 931 포병대대 작전과장

10 이경진 직업상담(진로상담) ㈜맥시머스

-2021: 동서울대학교 /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진로상담사

- 2019~2020: 대한체육회 / 진로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2018~2019: 케이잡스(부천대학교) / 대학일자리센터 취

업컨설턴트

- 2017~2018: 잡모아 /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직업상담사

- 2015~2016: 대신기술능력개발원 취업센터 / 청년내일채

움공제 전담자

- 2013~2014: 리더스포츠 / 유아체육강사

- 2004~2008: 종로구청 / 역도선수

11 송봉길 창업(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데아이(DEAI)

現 주식회사 데아이(DEAI) 대표

-2021: 부산사회적경제기금(BEF) 4기 선정

-2021: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비즈니스 멘탈트레이닝 프로

그램 진행

-2021: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스포츠 멘탈트레이닝

(동계, 하계)

-2020: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사회적기업 보육기업 선

정

-2019~2020: 소셜캠퍼스온부산 입주기업

-2019~2020: 스포츠매거진 베이스볼코리아 칼럼 연재

-WSBC 국제야구대회 일본야구단(요미우리) 현장지원

-2019: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8~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12 박정호 창업(온라인 마켓) 경기경영컨설턴트 협동조합

현재 : 사회적기업진흥원 프로보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

기술 전문위원 활동중

-고양시 관광상품브랜드협동조합 온라인쇼핑몰 창업교육

강의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천시소상공인 매출향상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온라인마케팅툴 / O2O 전자상거래업

진출)

-온라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운영

-중소상공인 컨설팅,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계획서 지도

-2020 :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활동(영림중사회협동조합)

13 유수환 학교운동부지도자 서울대학교

- 2018 ~ 2021 : 한성고등학교 태권도부 전임코치

전국대회 우승 다수 및 청소년 국가대표 배출

- 2021: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 2016: 태권도 지도 해외 가봉 파견

- 2015:단국대학교 어학멘토링 멘토

-2015:태권도 지도 해외 과테말라 파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태권도)

-태권도 선수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