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5 월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노스하버 베이즈 육상 클럽(Bays Athletics Club)  

 

2017/2018 노스하버  베이즈 육상 클럽 가입 안내    

육상은 달리기,뛰기,던지기가 주요 종목이며 신체 단련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 입니다.    

특히 달리기는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건강증진, 골밀도 증가, 면역계 강화, 자존감 증가의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육상 클럽 회원들은  크로스 컨트리에 참가하거나  겨울 시즌 동안에도  트레이닝을  계속하며  해외 

경기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나이나  체력의 레벨 정도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개인 체력에 맞는 목표를 정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단계별 코칭을 꾸준히 받게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프로그램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ww.baysathletics,co.nz  또는 Joanne Roscoe  E mail 

joanne.roscoe@xtra.co.nz  09 410 5816 연락바랍니다.   

 

                노스 하버 배구 (North Harbour Volleyball)  

 

1.노스하버 실내 배구 리그 (친목 목적의 소셜리그)  

http://www.baysathletics,co.nz/
mailto:joanne.roscoe@xtra.co.nz


6개 코트를 갖춘 실배 배구 리그가 5 월 3 일 시작 합니다.  

이 소셜리그는 3 개 레벨로 나뉘어져 있으며 (Beginner, Intermediate, and Competitive) 친구분들이나 그룹 

멤버들과 같이 등록 하셔서 즐기실 수 있으며, 등록은  한 팀에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8:00-10:00 (5 월 3 일-7 월 5 일) 

*장소:AUT  Sport & Fitness Centre, Akoranga Drive, North Shore 

*등록비: $360(한 팀), Rob Tarr on 027 786 5539 또는 E mail  gdm@harbourvolleyball.co.nz 

 

등록 및  상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2017socialindoorleague.eventdesq.com/  

2.노스하버 실내 배구 리그 ( 실력 향상을 위한 Development Programme) 

 본격적 실력 향상 프로그램은  advance group 과 development group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고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코치가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시간: 화요일 또는(그리고) 목요일(5 월 2 일-7 월 6 일) 

*남자: 웨스트레이크 보이즈 스쿨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여자: 알바니 주니어 하이스쿨 저녁 5:30 부터 7:30 까지  

*비용 $130( 1 주 1 회),  또는  $200 (1 주 2 회) 

연락  Rob Tarr on 027 786 5539 또는 이메일  gdm@harbourvolleyball.co.nz 

 

                               한국 커뮤니티워킹 그룹 

 

걷기는 신체단련은 물론이며 사회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바니 주변 공원이나 리저브를 중심으로 주 1 회 만나 같이 걸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 10:00-11:00 매주금요일, 5 월 19 일-7 월 7 일(비용 없음) 

만나는장소: 하버스포츠, Stadium Drive, Albany (Albany, Stadium Pool 옆), 티/커피제공 

mailto:gdm@harbourvolleyball.co.nz
mailto:gdm@harbourvolleyball.co.nz


문의 Marian 022 6424 877,또는이메일marianp@harboursport.co.nz 

 

                                           노스쇼어 탁구 토너먼트 (오픈)개최 

 

노스쇼어탁구 협회( NSTTA) 주최  오픈 탁구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레벨에 상관 없이 주니어,초보자,평소 탁구 를 즐겨 오셨던 분들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는 이벤트 입니다 

*시간: 5 월 28 일 (일) 

 *장소: ActivZone  Indoor Sports Arena,30 Downing Street ,Glenfield  

상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porty.co.nz/asset/downloadasset?id=d6722812-0296-4477-8d54-d5a18cc377d8 

 

                        반딧불이 (Glow Worms) 여행   

 

Kiwi Conservation Club(KCC) 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Glow Worms at Night 행사가 열립니다.  

시간: 5 월 12 일(금), 저녁  6:30 pm - 7:30 pm (비용 없음)  

장소: Leigh and Lynn Reserves Morriggia Place, Glenfield  Auckland  

이 프로그램은 예약이 필수이며  반드시 어른이 동반 해야 합니다. 

신청시 어린이 이름과 연령,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Ann Brabant, anabrab@ihug.co.nz  , 09 419 1048 

http://www.sporty.co.nz/asset/downloadasset?id=d6722812-0296-4477-8d54-d5a18cc377d8


 참고: http://kcc.org.nz/events/glow-worms-at-night/ 

 

                    Department of Conservation(환경보호부) 

 

뉴질랜드 환경 보호부 (Department of Conservation )는  뉴질랜드의 아름답고 뛰어난   자연화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어린이들과 함께  해 볼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및 식구들 모두 가볼 만 한 곳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oc.govt.nz/get-involved/conservation-activities/with-children/ 

http://www.doc.govt.nz/parks-and-recreation/places-to-go/ 

http://www.doc.govt.nz/parks-and-recreation/things-to-do/ 

 

 Marian Park 

 ActivAsian Sports Coordinator  

 DDI 09 415 4654 Mob 022 6424 877 

 E marianp@harbourspor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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