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매년 4월 노스쇼어에서는 Shore to Shore

Shore to Shore 이벤트는 개인이나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구입하는 비용을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장소:타카푸나그래마스쿨운동장에서밀포드비치

-날짜: 2017년 4월 9일 (일요일

-등록마감:3월 31일 

신청비 Fun Run/Walk

등록된학교학생,학부모및가족 $10

일반 $17

-시간: 오전 8:30부터 행사 진행 설명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Shore to Shore  

Shore to Shore 행사가 열립니다.  

 그룹, 어린이, 어른 누구나 참여하여 5km를 걷거나

위한 커뮤니티행사 이며, 신청비는각 학교 스포츠

사용됩니다.   

타카푸나그래마스쿨운동장에서밀포드비치 

일요일) 

Fun Run/Walk 기록측정(Timed Run /Walk)
$10 $15 

$17 $22 

설명 및 간단한 스트레칭, 9:00 출발 

 

 2017년 3월호 

생활 

 

걷거나 달려 

스포츠 장비를 

(Timed Run /Walk) 



*기록측정으로등록한사람은등록시에본인의기록을알수있는칩(timing chip)을지급받습니다.-

유의사항:당일행사를위해결승지점인밀포드비치에서출발지점인밀포드비치까지버스가운행될예정

며온라인등록시버스티켓을구입하실수있습니다. ($3 each way)    

등록및상세한내용은학교에문의하시거나 WWW.SHORETOSHORE.CO.NZ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원봉사모집:Shore to Shore 

 
Shore to Shore 이벤트에 자원봉사로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Harbour05@harboursport.co.nz 

커뮤니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레퍼런스 레터도 받을수 있습니다.  

당일런치제공됩니다. 

시간: 8:00am-1:00pm,4월 9일(일).2017년 

노스하버 배드민턴 

노스하버 배드민턴 클럽에서는 다가오는 2017, 1학기 방학을 맞이 해 각자의 레벨에 맞는 다양한 

코칭 및  Fun 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오전, 오후로 나누어 그룹별로 나뉘어 운영 되며 노스하버 배드민턴 코치가 지도 

합니다.  

1)20017년 4월 방학프로그램 

-날짜: 4월 18일(화) 부터 4월 20일 (금) 

-오전반: 9시부터 12시까지(초보자) / 오후반:1시부터 4시까지 (경험자) 

-장소: Active Badminton Centre (46 Apollo Drive Mairangi Bay) 

- 대상: 7세 ~ 17세 

-등록비: 노스하버클럽회원 $50, 비회원 $70 



-등록마감: 4월 14일오후 2시 

-신청 및 문의: (09) 410 6941,mani@bnh.org.nz

*자리가 한정 되어 있으니 예약을 바랍니다

2) 초보자를 위한 배드민턴 프로그램 (

배드민턴을처음배우는학생이나새로운기술을익히고자하는성인들을위한클라스는아래와같습니다

-시간:3월 3일,10일,17일,24일(매주

-어린이: 4시부터 5시까지/어른:5시부터

-장소:Active Badminton Centre (46 Apollo Drive Mairangi Bay)

-비용 및 등록 : 4회 (매주금요일)  $45

-신청 및 문의: (09) 410 6941, mani@bnh.org.nz

 

3)여자 어린이들 만을위한클라스: 노스하버

4) 방과후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me) 

노스하버배드민턴센타와오레와배드민턴홀에서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시간: 화/목요일 ,3:30-5:00, 장소:노스하버배드민턴센타

월/수요일오후 4:00-5:30, 장소:오레와배드민턴홀

-대상:초등-칼리지학생 

-라켓과셔틀제공 

-등록및문의: Mani 09) 410 6941, mani@bnh.org.nz

 

 

 

 

mani@bnh.org.nz 

바랍니다.   

(Beginner Badminton Class) 

배드민턴을처음배우는학생이나새로운기술을익히고자하는성인들을위한클라스는아래와같습니다

주금요일,총 4회)   

시부터 6시까지 

tive Badminton Centre (46 Apollo Drive Mairangi Bay) 

)  $45/등록마감:3월 2일오후 2시 

mani@bnh.org.nz 

노스하버 배드민턴 걸클럽 (Girl Club) 

-시간:3:30 부터 5시까지 

-날짜:2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화요일

-장소:Active Badminton Centre (46 Apollo Drive Mairangi Bay)

-대상:7세부터 12세여자어린이 

-비용:참가비는무료이며, 코칭및라켓과셔틀제공

신청및문의: 09) 410 6941mani@bnh.org.nz 

(After School Programme)  

노스하버배드민턴센타와오레와배드민턴홀에서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노스하버배드민턴센타(47 Bond Crescent ,Forrest Hill

오레와배드민턴홀(Victor Eaves Park,Orewa) 

@bnh.org.nz 

배드민턴을처음배우는학생이나새로운기술을익히고자하는성인들을위한클라스는아래와같습니다.  

화요일) 

ctive Badminton Centre (46 Apollo Drive Mairangi Bay) 

라켓과셔틀제공 

Forrest Hill) 



노스하버 럭비 클럽 가입 안내 

노스 하버 럭비 클럽에서는 Rippa럭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북서쪽지역에 위치한

이스트코스트베이, 타카푸나, 쿠메우

가입 하고자 하는

각자의 나이, 몸무게, 실력에 따른 11개

일일체험을 위한“Have a go “행사를 실시하고

문의는 Sarah Mcllroy,sarah@harbourrugby.co.nz

 

청소년들을 위한 스쿼시 클럽 안내 

스쿼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치헤이븐에있는 스쿼시 클럽에서는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니어 선수들은

노스하버 럭비 

 

럭비(신체접촉없는) 와 태클 럭비를 배울 수 있는

위치한 초등학교 및 중등 3개 학교의 럭비 토너먼트

쿠메우, 실버데일, 매씨 그리고 마후랑이) 가 있으며

하는 분은 각 학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 쥬니어 럭비 클럽이 노스하버지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니 각 클럽에 문의,등록하시기 바랍니다

sarah@harbourrugby.co.nz 

스쿼시 클럽 

 

수 있는 운동으로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 및 지능

클럽에서는 레벨에 따른 다양한 클라스를 시니어/주니어들을

선수들은 다양한 인터 클럽 경기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토너먼트 (글렌필드, 

있으며 ,학교 럭비클럽에 

 운영되고 있으며 

바랍니다.  

지능 감각을 증진 

주니어들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매주목요일저녁(6:00-7:00) 주니어들을

하셔서 스쿼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중이나 방학프로그램에 관해 더 궁금한

위치: 31-35 Cresta Avenu,Beach Heaven 

문의 :Paul Cornish  0274 379 423  E mail 

 

 
 
 
 
Marian Park 
ActivAsian Sports Coordinator  
DDI (09) 415 4654  Mob 022 6424 877 

E marianp@harboursport.co.nz 

 

 

 

 

 

 

 

 

주니어들을 위한 쇼셜나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Cresta Avenu,Beach Heaven  

Paul Cornish  0274 379 423  E mail paulcornish@xtra.co.nz,www.shepherdsparksquash.org.nz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 

연락바랍니다.  

www.shepherdsparksquash.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