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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휴가철 앞두고 레저스포츠 가족캠프 개최
동해, 평창, 단양, 경주 등지에서 7∼8월 총 7회 840명 가족 대상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청소년 및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6월 28일

‘KSPO

레저스포츠 가족캠프’를 연다.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가족캠프는 계절과

장소에 특화된 레저스포츠 체험과 지역 문화탐방을 통한 가족힐링 소통 프로그램
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강원권(동해, 인제, 정선, 평창) 충북권(단양) 영남권(경주) 등지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프는 회차별로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삼척 투명카약 및 요트승선 체험, 정선 알
파인 코스터와 동강 래프팅,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짚라인, 평창 루지체험,
인제 스피디움 레저카트체험, 경주 주상절리 트래킹 등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체험이 총 망라되어 있다.
특히 천곡 천연동굴탐험, 백운산 하늘길 트래킹, 단양팔경 유람선, 대관령 하늘목장,
안압지 달빛기행 및 역사탐방 등 풍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현지를 대표하는
음식과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이전에 비해 훨씬 더할 전망이다.
이번 주 1차(6.28-30/망상 오토캠핑리조트)를 시작으로 2차(7.5-7/정선 하이원) 3차
(7.12-14/단양) 4차(7.19-21/평창) 5차(8.18-20/인제) 6차(8.23-25/인제) 7차(8.30-9.1/

경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및 다둥이 가족이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
단을 통해 지역별 회당

120명(30가구)씩 7회에

걸쳐 총

840명(210가구)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생활여건으로 인해 평소 여름휴가를 즐기기 어려운 가정에 스포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번 캠프를 기획했다”며 “평소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사랑을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되
었으면 한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본 캠프는

2016년

시작한 이래 그동안

3,000여명이

참

가해 가족 구성원간 레저스포츠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든 바 있다. 캠프 참가
관련 사항은

2019 KSPO레저스포츠가족캠프

☎

운영사무국(

하면 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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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SPO

첨 부

>

레저스포츠가족캠프 개최 일정 1부. 끝.

02-2039-0049)으로

문의

2019 KSPO 레저스포츠가족캠프 개최 일정
1. 사업개요

행 사 명 : 2019 KSPO 레저스포츠 가족캠프
사업목적
여가문화 활동 취약계층 대상,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으로 계층간

ㅇ

여가문화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레저스포츠 환경 다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참여를 통한

ㅇ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행사기간 : 2019. 6월~ 9월중(총 7차수)
장
소 : 전국 휴양시설 및 레저스포츠운영 시설
대
상 : 저소득층 청소년 가족(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가족)
참가자지원: 숙식, 교통, 종목체험 및 입장료, 보험가입, 참가자의류 등
주최/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 주요일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기간/장소
6.28(금)~30(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7.5(금)~7(일)
하이원리조트

7.12(금)~14(일)

대명리조트 단양
7.19(금)~7.21(일)

용평리조트
8.18(일)~20(화)

인제스피디움리조트
8.23(금)~25(일)
인제스피디움리조트
8.30(금)~9.1(일)

대명리조트 경주

주요프로그램

인원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종목체험

힐링프로그램

팀빌딩,마술테라피,
크루즈요트(정동진), 스마트오리엔티어링, 투명
레크리에이션,
카약,해상케이블카(장호항),동굴탐사
논골담길 트래킹
동춘서커스관람,
래프팅(동강), 워터월드, 알파인코스터,
불꽃 쇼 관람
티비썰매, 하늘길 트래킹, 곤돌라체험
레크리에이션
마술테라피,
래프팅(단양강), 아쿠아로빅체험, 짚라인,
레크리에이션,
알파인코스터, 잔도길트래킹
유람선(단양팔경)
만천하스카이워크
피크아일랜드, 마운틴코스터, 루지,
우리가족 운동회,
스마트오리엔티어링, 사계절썰매
레크리에이션
대관령하늘목장 트래킹
래프팅(내린천), 스마트오리엔티어링,
수륙양용차, 전통땟목, 맨송송어잡기(해담마을)
드론, 레저카트
VR서바이벌게임,

워터파크체험
트래팅(읍천파도소리길)

팀빌딩,마술테라피,
레크리에이션,
클레식카박물관
팀빌딩,레크리에이션,
안압지달빛기행,
역사탐방(불국사,석굴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