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건강증진과장 박 영 숙
건강생활팀장 이 미 룡
담당자 조성호

2133-7560
2133-7570
2133-7575

서울시, MOVE 풋살파크 활용 아동·청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 시 (재)데상트스포츠재단취약계층아동 청소년대상MOVE 풋살파크스포츠교실운영
- 5~10월노들나루 잠실위치MOVE풋살장활용쭉쭉운동교실, 미니운동회50회추진
- 취약아동 청소년 돌봄기관 신청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일 별 선착순 모집
- 부족한 운동공간의 대안, 아동 청소년 신체활동 기회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

·

·

·

·

□ 아이들은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신가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할지 막막하신가요?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돌봄시설 담당자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사항 조사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1) 강사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체육수업과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개방이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

□ 이에 서울시는 (재)데상트스포츠재단과 함께 MOVE 풋살파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MOVE 풋살파크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풋살파크는 2015년 (재)데상트스포츠재단에서 시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체납하여 개장한 풋살경기장으로 노들나루 공원과 잠실 종합
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다. (풋살 이란? 정규축구를 초심자에게 맞게 축소한 미니축구)
·

□ 서울시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전문지도자 파견, 교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야외공간을
확보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2016. 5. 16.(월) 석간용

□ MOVE 풋살파크 스포츠교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50회 운영이 될
예정이며, 장소별로 구성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추진한다.
○ 돌봄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놀이형 바른자세 프로그램과
미니운동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취약아동 청소년 돌봄기관이면 어디든 신청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일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신청방법은 http://blog.naver.com/huvement/220681545257 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업
담당 서울시 건강증진과 조성호(2133-7575)로 연락하면 된다.
·

□ MOVE 풋살파크 스포츠교실의 지속적 운영과 단계적인 확산이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리적인 한계로 찾아오기 힘든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추후 운영 할 예정이다.
□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MOVE 풋살파크 스포츠 교실이
부족한 운동공간의 대안이 되고, 건강형평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 1. MOVE 풋살파크 전경
2. 포스터
·

□ 붙임 1. MOVE 풋살파크 전경
노들나루 MOVE 풋살파크

잠실 MOVE 풋살파크

□ 노들나루 MOVE 풋살파크 포스터

□ 잠실 MOVE 풋살파크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