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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체육시설



스포츠 People&Player

도심 속 경관이 아름다운 테니스장
-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 동호인 200만 시대.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라면 항상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바로 테니스 코트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한 번쯤 눈여겨보았다가 찾아가 

볼만한 숨겨진 테니스 명소를 찾아가 보았다. 

 성남에서 서울 양재방면을 잇는 도로에 있는 내곡동 체육시설은

산에 둘러싸여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테니스장으로 많은 

테니스동호인이 찾는 아름다운 코트다. 

▶ 도심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고즈넉한 산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퇴근 시간이 되면 많은 동호인이 찾아와 테니스를 

즐긴다.   화사한 하늘과 푸른빛이 어우러진 6면의 하드코트는 

탁 트인 경관과 어우러져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도 베스트샷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있었다. 

특히 프로급의 기량을 갖춘 동호인들이 더욱 선호하는 하드코트의 

특성 때문인지 이곳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의 수준 또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날씨와 관계없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아주 궂은 날이 아니면 예약이 항상 가득 차 있다. 

1

▶ 깔끔히 관리되고 있는 6면의 하드코트



 총 8,700여 제곱미터의 공간에는 테니스 코트뿐 아니라 주차

시설과 함께 풋살과 족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구장도

 갖추고 있다. 

서초구민에게 한정되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채소를 직접 가꿀 수 있는 공간.  80구획으로 나뉜 텃밭에는 고추, 

오이, 상추 등 제철에 즐길 수 있는 채소들이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주말농장

 텃밭을 가꿀 때 필요한 삽, 괭이, 호미 등 농기구를 비치해두어 

자유롭게 대여가 가능하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테니스를 즐기고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보내는 가족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한다.

1.  하드코트와 야간조명.
2.  가족들과 함께 도시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3.  80구획으로 나누어진 텃밭. 
4.  자유롭게 대여가 가능한 농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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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워시설과 개인 라커룸. 
2.  작지만 깔끔한 휴게 시설. 

또한 멀리서부터 운동을 하기 위해 들러주는 동호인들을 위해 실내

공간에는 개인 라커룸은 물론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더운 날씨 

운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마음씨에 눈길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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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여타 사설 시설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2년째 이곳을 관리하는 최병환 씨의 말이다.

최병환 씨는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으로

내곡동 체육 시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터뷰 내내 이곳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야기들로 대화가 

이어졌다. 

Q. 이곳은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서초구에 주소를 둔 직장인, 주부들 다양한 연령대의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클럽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고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예약이 가득 차 있어요.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이 꽉 차있죠. 선수 출신의 우수한 레슨 강사님이 있어서 월, 화, 목, 금 레슨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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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나와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고충은 없는지? 

새벽 6시부터 개방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출근해서 전날 사용했던 테니스공이나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주된 근무 일정이죠. 

여름에는 주변에 풀이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쓸어내야

합니다.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올 때 코트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하지만 늘 깨끗한 상태의 운동장을 

관리한다는 데에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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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곡동 체육시설을 더 많은 동호인이 찾을 수 있도록 자랑 한 말씀? 

이곳에서는 매년 서초구청장기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대회규격에 맞을 만큼 손색이 없는 테니스장이기도 하고.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최대 50대까지 수용할 수 있니 다른 시내에 있는 시설보다 주차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가격이 저렴하고 공기가 좋고 산세도 좋고. 이곳처럼 경관이 좋은 도시 속 전원 

테니스장은 아마 찾아보시기 힘들 거예요. 이곳에 사는 주민이 예약하면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동도 하시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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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체육시설은 이처럼 꼼꼼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었다.  늘 똑같이 운동하던 

곳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색다른 장소에서 테니스를 즐겨보는 것 또한 생활 체육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 

좋은 시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동호인들과 교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중교통

자가용

성남 방면 : 
내곡IC 에서 양재역 양재 IC 방면으로 우측방향  > 분당방면으로 유턴  > 
800m 직진 후 우회전

양재방면 : 
내곡IC 에서 성남,세곡동사거리,헌릉IC 방면으로 우측방향  > 
1km 직진 후 우회전

헌인릉,강남서 초예비군훈련장 정류장에서 500m 도보

마을버스 서초 09번 이용시 
신흥마을 입구정류장에서 하차 50m 도보

이용시간 및 요금 (대관)

찾아가는 길

구  분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요 금

시 간

시 간

요 금 4,000원

06:00~22:00

주,야간 : 6,000원
※야간조명사용료
2,000원 별도

06:00~22:00 06:00~22:00

8,000원

06:00~18:00

5,000원

단체(일반)사용 :
 

단체(일반)별
1일2시간으로 제한
(사용제한 : 사용인원이 
한 코트당 2명 이상 사용)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양재

헌인릉

민들레약용
식물원

▲

▲

성남

헌릉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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