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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목차

목차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조, 국학기공)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조)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 배치사업 :12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6명



2023년 5월 ~ 10월 프로그램 진행(우천 및 행사시 미운
영)

2023년 5.22. ~ 10월말 프로그램 진행(우천 및 행사시 미운
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조, 국학기공)

운영장소 운영시간 담당지도자 비 고

소호요트마리나
월~금

19:00~20:00
김성희 생활체조

미평공원
월~금

19:00~20:00
최연진 생활체조

웅천이순신공원
월~금

19:00~20:00
정경아 국학기공

미관광장
월~금

19:00~20:00
(2,4째주 금요일 휴강)

장양임 국학기공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생활체조)

운영장소 운영시간 담당지도자 비 고

성산공원
월~금

19:00~20:00
김영종 생활체조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 배치사업 :12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6명

탁구1, 족구1, 육상1, 인라인1, 배드민턴1, 배구1

구분 지도자 프로그램 장소 요일 1일 평균 참여인원

최선희 탁구 삼일중학교 월,수,금 10:40~11:20 10

김수정 족구
여수북초등학교

화,목 15:00~15:40 
화,목 15:50~16:40

16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월,수,금 10:40~11:20 25

 >  > 분야별정보 문화/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생활체육프로그램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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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도자

김진항 육상

문수종합복지관 월,수 10:00~10:40 15

망마경기장
월~금 15:00~15:40 
월~금 15:50~16:30

10

진남경기장 화,목, 10:00~11:00 10

김종원 인라인스케이트 여수동초등학교 월,수,금 10:40~11:20 10

윤영현 배드민턴

망마국민체육센터
월,수,금 10:00~10:40 10

월,수,금 10:50~11:30 10

어르신다목적체육센터
화,목 10:00~10:40 10

화,목 10:50~11:30 10

주성윤 배구

여수시청소년수련관2층
월,수,금 10:00~11:00 10

월,수,금 11:00~12:00 10

여수부영초등학교
월,수,금 15:00~15:40 10

월,수,금 16:00~16:40 1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 6명

생활체조4, 게이트볼1, 댄스스포츠1

구분
지도
자

프로그램 장소 요일 1일 평균 참여인원

한수진 생활체조

통천경로당 화,목 15:30~16:10 10

신촌마을경로당 월 14:30~15:10 10

남양아파트경로당 월 15:30~16:10 10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

화,목 10:00~10:40 10

남수경로당 수,금 15:30~16:10 10

용암경로당 수,금 14:30~15:10 10

성재경로당 화,목 14:30~15:10 10

황은희 생활체조

월앙경로당
월,목 14:50~15:30 월,목

15:30~16:10
20

월앙새마을회관 금 14:00~14:40 14:40~15:20 20

우주경로당 화,수 14:00~15:00 10

문수주택경로당 화,수 15:30~16:10 화,수 16:10~16:50 1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월,목 13:40~14:20 12

봄날주간보호센터 화,목 10:30~11:10 8

(http://www.yeosu.go.kr)



어르신 지도
자

김은영 생활체조

구봉여자경로당 월,수,금 10:40~11:30 15

소장마을회관(경로당) 월,목 14:30~15:10 10

덕양6구 경로당 화,금 14:30~15:10 10

대포1구 경로당 수 14:30~15:10 10

최윤정 생활체조

동여수노인복지관 월,목 10:10~10:50 20

웅동마을회관 월,수 14:00~14:40 10

회원문화복지센터 월,화,수,금 15:20~16:00 35

여수노인복지관 화,금 10:50~11:30 30

여수노인전문요양원 수 10:30~11:00 10

남산요양원 목 15:30~16:00 15

김서영 게이트볼

망마전천후구장 월,수,금 10:50~11:30 20

진남전천후구장 월,수,금 14:00~15:30 16

미평게이트볼구장
화,목 10:00~10:40 화,목 10:50~11:3

0
10

광림게이트볼장 화,목 14:00~14:40 20

조아라
댄스스포

츠

율촌 구암1구 월,금 14:00~14:40 7

율촌 구암2구 월,금 15:00~15:40 7

웅서마을회관 수 15:30~16:10 8

꿈의그린경로당 수 14:30~15:10 목 11:00~11:40 12

용성경로당 화,목 15:30~16: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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