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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레슨  
신청서 및 강습 일정에 관한 정보는 
전화 call 1-888-EBPARKS 또는 
웹사이트 www.ebparksonline.org  
를 방문바랍니다. 

지역공원 위치:
수영 레슨 
로버츠, 오클랜드 콘드라 로마, 
안티옥 
주니어 안전요원 
콘트라 로마, 안티옥 쿨 캐년, 
캐스트로 밸리, 레이크 안자, 
버클리 레이크 템스칼, 오클랜드 
쉐도우 클리프, 플레즌튼 

2950 Peralta Oaks Court
Oakland, CA 94605-0381
www.ebparks.org



수영 레슨  

수영 레슨  
오클랜드의 로버트 수영장 및 안티옥의  콘트라 
로마 수영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각 수영 
레슨은 2주간, 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아침과 
저녁에 가능하며, 각 레슨은 25분 간 입니다. 
4 가지 유형의 수영 레슨: 부모와 어린이, 어린이, 
런-투-스윔, 성인 수영 레슨이 제공됩니다. 

부모와 어린이 수영 강습은  6개월 부터 3세 
유아가 부모나 보호자의동반 하에 참석 가능하며, 
강사의 지도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수영 
환경에 적응하도록 보조합니다.  

유아 수영 강습은 3-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수영 유형을 배우며, 런-투-스윔 그룹은 
어린이 5-13세에 해당합니다. 

주니어 안전요원 
이 여름 프로그램은 8-13세의 모든 주니어들이  
신청가능하며, 물놀이 안전 수칙/구조, 응급처치, 유익한  
CPR-심폐소생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매일 참가자들은  
다양한 바닷가와 물놀이 활동을 통해 피트니스는 물론  
자신감, 팀워크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안전과 안전요령을 배워 커뮤니티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니어 안전요원 프로그램의 주된 커리큘럼은 매주 마다 
특정테마에 따라  수업과 활동 등이 토론, 기술, 게임 및  
체육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6월  중순  부터  시작되는  1주일  세션의  9개  
프로그램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제공됩니다. 
각  세션은  오전(9-12시), 오후(1-4시) 각  2유닛이며,  
참가자들은  세션과  유닛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세션별로  참가자들은  오전,  오후  또는  풀데이(9-4
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션은  콘드라코스타와  
알라미다  카운티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88-EBPARKS, 웹사이트  
www.ebparksonline.or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런-투-스윔은 총 6개 레벨로 분류되며, 첫 수영 
강습일에 학생들에게 맞는 레벨에 배정됩니다. 

성인 수영 강습은 초보자를 비롯한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영 강습은 재미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서 및 강습 일정에 관한 
정보는 전화 call 1-888-EBPARKS 또는 
웹사이트 www.ebparksonline.org 를 
방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