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1. 행사명 : ‘제 1 회 인하사랑 마라톤 대회’
2. 일 자 : 2016년 11월 12일(토)
3. 장 소 : 인하대학교 대운동장 및 주변지역
4. 대 상 : 인하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시민
5. 행사 목표 : 마라톤을 통한 인하인과 인천시민의 단합과 사랑 나눔 실천
6. 슬로건 : ‘하나(1)되는 인천, 하나(1)되는 인하인, 혼자(1) 아니 둘(2)이 함께
뛰어요’
7. 행사 일정
시 간

내용

비 고

8 : 30 ~ 9 : 30

사전 준비

배번호 배포, 개인물품 보관

9 : 30 ~ 10 : 00

개 회 식

10 : 00 ~ 12 : 00

마라톤 대회

12 : 00 ~ 12 : 30

폐 회 식

12 : 30 ~ 16: 00

식후 행사

동아리 공연,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등

8. 참가자 신청
가. 사전 온라인 접수 : 2016. 11. 06(일) 자정까지 (https://goo.gl/forms/9UNMfFNYdJnkYhQ82)
나. 현장 접수 : 행사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신분증을 지참 후 접수
※ 행사 당일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이 예상됨으로 사전 온라인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9. 기타 사항
가. 인하사랑 마라톤 대회는 기부 마라톤으로 참가비 대신 기부 물품을 받습니다.
기부물품은 행사 당일 벼룩시장을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 될 예정입니다.
나. 마라톤에 참가하시면 Km당 일정금액이 적립되어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 적립금은 마라톤 참가자 분들께 받지 않고, 주최 측 후원금을 통해 지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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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라톤 코스

1. 걷기코스 (2.2km) 코스 : 학교 내부

<세부 코스>
인하대 대운동장 -> 정문 -> 배구장 -> 인하공전 -> 인경호 -> 후문 -> 2호관 -> 60주년 기념관 -> 정석학술정보관 -> 인하대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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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라톤 코스
가. 마라톤 코스 1 (5Km) : 학교 외부

<세부 코스>
인하대 대운동장 -> 정문 -> 비룡삼거리 -> 옥골사거리 -> 비룡삼거리 -> 독배로 -> 인하로 -> 제운사거리 -> 학익사거리 -> 정문
인하공전 -> 인경호 -> 후문 -> 2호관 -> 60주년 기념관 -> 정석학술정보관 -> 인하대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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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장 ->

나. 마라톤 코스 2 (10.6Km) : 학교 외부 + 학교 내부

<세부 코스>
인하대 대운동장 -> 정문 -> 비룡삼거리 -> 옥골사거리 -> 비룡삼거리 -> 독배로 -> 인하로 -> 제운사거리 -> 학익사거리 -> 정문
인하공전 -> 인경호 -> 후문 -> 2호관 -> 60주년 기념관 -> 정석학술정보관 -> 인하대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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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장 ->

3 식후 행사

(장소 : 대운동장 농구장)

1. 인하대학교 동아리 공연 및 문화 체험
인하대학교는 공연, 레저, 봉사, 어학, 전시, 구기, 무예, 사회, 연구, 종교 등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식후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밴드, 댄스 동아리 등 공연과
한복 체험, 캘리 작품 전시, 보드게임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하대학병원에서는 오전부터 현장에서 무료 건강검진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2. 벼룩시장 및 먹거리 장터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료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뜻 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기부물품을 통한 벼룩시장을 열어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3. 레플티켓 판매 및 추첨 행사
레플티켓이란?
특정 행사에서 모금을 위해 판매되는 티켓

마라톤 참가자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레플티켓 구매를 통해 기부활동 참여가
가능하며 식후 행사 진행 시 일련번호가 매겨진 레플티켓 추첨 행사를 통해 상품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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