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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스포츠 행사

여름방학,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하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은 교실 등의 실내에서만의 활동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

2019 태화강종이배경주대회

츠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다. 특히, 여름방학은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거나 가족과 함께 여름

(2019.8.10./태화강둔치 일원)

스포츠를 즐기는 등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향상시킬 기회이다. 학교를 벗어나 우리 지역사회

울산윈드서핑연맹회장배 대회

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알아보자.

(2019.7.27./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2019
태화강수상레저스포츠교실

암벽등반(스포츠클라이밍)
무료체험교실

체험일시 : 7월 금, 토, 일

체험일시 : 매주 토요일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

체험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체육활동

체험인원 : 총 20명

참여를 향상시켜 건강 체력을 유지하

8월 한 달간(월요일 제외)
체험장비 : 래프팅보트, 카약

국민체력100
울산남구체력인증센터

울산 현대 VS 강원 FC
(2019.7.21./울산종합운동장)

체험시간 : 1시간 내외

- 11:00 ~ 12:00 10명

게 하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

체험지역 :

- 13:00 ~ 14:00 10명

비스

태화강전망대

체험내용 : 안전 및 주의사항 교육,

~ 십리대밭교

암벽 스피드코스 등반체험

왕복 코스

울산 현대 VS 서울 FC
(2019.7.30./울산종합운동장)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롯데 VS 키움

구나 참여 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 선착순 예약

준비사항 :

울산 현대 VS 상주 FC
(2019.7.24./울산종합운동장)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

(울산남구체육시설예약서비스)

(2019.8.6.~8.7./문수야구장)

발급

롯데 VS LG

여벌옷가지, 수건 등

준비사항 : 운동복, 운동화

울산대학교 8호관(자연과학관) 2층

문 의 처 : 052.226.0962

문 의 처 : 052.226.0963

월~금 9시 ~ 18시 / 052.259.1471

(2019.8.27.~8.28./문수야구장)

2019 스포츠 진로 체험 프로그램 안내
풋볼 팬타지움 실습형 진로체험 특강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 청소년 스포츠 진로체험 아카데미 시즌4

2019 진하해양레저체험교실

7/13
(토)

17시~20시

풋볼팬타지움

김재윤 님
(대한축구협회 인사총무팀)

7/20
(토)

9시~12시

축구회관

민용기 님
(대한축구협회 콘테츠크리에이터)

7/27
(토)

9시~12시

축구회관

전해림 님
(한국대학축구클럽연맹 유튜브 추꾸림 TV)

8/3
(토)

9시~12시

축구회관

정정용 감독
(2019 FIFA U-20 월드컴대표팀)

8/10
(토)

9시~12시

축구회관

송지훈 기자
(중앙일보)

8/17
(토)

9시~12시

축구회관

박준혜 님
(부천FC 1995)

스포츠 카운슬러

간 : 2019년 7월 1일 ~ 9월 첫째주말 중 희망일

종

목 :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서핑 등

교육인원 및 대상 : 누구나 가능, 1회 20명 (선착순 접수)
교육시간 : 10시 ~ 17시 / 반일반, 종일반
교육장소 : 진하해수욕장(명선도 섬주변)
수 강 료 : 무료(※ 음료제공)
문 의 처 : 울주군윈드서핑협회(052.239.8469)
팀장(010.5538.5028)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jinhasea

스포츠 Job
경기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

스포츠 도서

스포츠 인물

수학을 품은 야구공

히잡 쓴 펜싱선수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일반인의 건강 유지 및 향

저자 : 고동현, 박윤성, 배원호, 홍석만

이브티하즈 무하마드는 2016년에 열린 리우올림픽

상 그리고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출판사 : 영진닷컴

에서 미국 국가대표 사상 최초로 히잡을 쓴 채 출

시합준비 과정에서 상담사의 역할 수행

출판연도 : 2019

전한 선수이다.

수학의 분수는 야구 규칙의 기본

히잡은 얼굴만 내놓은 채 머리에서 가슴 부위까지

최근 스포츠심리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높다는

이며, 타율은 안타 숫자를 타수로

천을 늘어뜨려 상체를 가리는 두건으로, 이슬람

것을 인지하여 프로구단 등에서 스포츠심리상담사

나눈

문화의 전통이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여겨

채용이 늘고 있음.

‘평균과 비’에 대한 개념을 드

진다.

러내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무하마드의 행동은 무슬림, 그리고 히잡에 대한

‘확률’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세계인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데 영향을 줬고, 무

이처럼 자주 접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하마드는 올림픽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몸소 보

야구 속 수학의 면면들을 통해 야구를 좋아하지만

여주었고, 늘 이슬람 혐오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수학의 ㅅ자만 들어도 싫은 ‘수포자’도, 수학을 정

내온 그녀는 2016년 4

말 좋아하지만 야구에는 문외한인 ‘야알못’도 쉽

월 타임지가 선정한

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록이다.

평균자책점은

100인’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