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보도자료
(www.kspo.or.kr)
배포일자
배포부서
담당부서

2019.11.7.(ahr)
홍보실 심정우 대리 02-410-1152
010-2858-1920
국민체력팀 강기용 대리 02-410-1434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매

수 2매(사진 별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장”개최
사이판 여행상품권 및 국제마라톤 참가기회.. 국민체력100 참가하면 응모

“국민체력100 참가하고 사이판 여행과 국제마라톤 참가기회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1월 11일(월)부터 30일(토)까지
“국민체력100”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이판 여행상품
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2019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장’이벤
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대국민 서비스인 “국민체
력100” 체험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며 만13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개인과 단체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은 거주지
인근 센터를 방문하고 체력인증 테스트를 받은 후 체력등급 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온라인 홈페이지(www.nfa100challenge.com)에 등록하면 된다.
직접 참가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체력측정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가
족, 동료 등에 참가를 추천하는 “소문내기”응모 방법도 있다. 추천
받은 사람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국민체력100
공식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및 리그램 이벤트를 통해서도 응모 가능하
다.

삼성헬스, 닐리리맘보, 스왈라비 워크온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응모할 수 있다. 앱을 활용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행사 홈페이지
에 캡처화면을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4∼10인 이하 팀 단위로 신청하는 단체전도 눈길을 끈다. 11월 11일
(월)부터 21일(목)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 뒤, 23일(토) 지역별 체력인증
센터에서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측정결과 점수와 함께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팀을 이뤄 참가할수록, 그리고 참
가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는다.
상품도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개인의 경우 내년 3월 사이판 국제마
라톤 참가기회가 포함된 사이판 여행권(총 14인 증정)과 스포츠 활동에
유용한 스마트워치, 골전도 이어폰, 마사지건 등이 준비되어있다.
단체 부문은 개인 부문 상품에 추가로 상위 1∼3위 팀에게 제공되는
국내‧외 여행상품권이 있다. 1위 팀은 300만원, 2위 팀은 200만원, 3위
팀은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받는다. 23일(토) 단체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1팀을 선정하여 사이판 여행권을 증정한다.
‘2019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벤트 홈페이지
(www.nfa100challeng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력의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
다.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인의 체력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에서 제공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 방안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