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7 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Term 2 방학 프로그램 안내

AUT 밀레니엄에서 실시 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5 세-13 세)
Week 1 (수영복 필히 지참)
7 월 10 일(월)

7 월 11 일(화)

7 월 12 일(수)

7 월 13 일(목)

7 월 14 일(금)

*락 클라이밍

*Paint Create

*카약

*아이스

*요리

에서 방문 *축구
*낙하산 게임
*다양한 물놀이
게임

도자기 공예
*물놀이 게임

*다양한 공예
*물놀이

스케이팅파라다이스
스케이트
링크(7 세이하
어린이는
자전거 할멧
지참)
*물놀이

*다양한 게임
*물놀이

Week 2

(수영복 필히 지참)

7 월 17 일(월)

7 월 18 일(화)

7 월 19 일(수)

7 월 20 일(목)

7 월 21 일(금)

닌자 마스크

낙하산 게임을

힙합 댄스

MOTAT

영화 감상 및

만들기,전문가로

비롯한 다양한

부터

게임

방문,트램 시승

파티

주짓수(Jujitsu)
배우기

주의사항
*반드시 8.30 에 데려다 주셔야 하며, 만약 8:45 까지도 오지 않으면 대기자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픽업은: 2.30–3.00 pm 이며 (이시간 이후 픽업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15 분에 $15 씩 ).
*어린이를 데려다 주고 올때 리셉션이 아닌 그룹을 책임지는 강사( head instructor)에게 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45.00( 일일 비용이며 모든 엑티비티와 강습료 포함)
$50.00 ( 야외 방문 프로그램 ,입장료와 버스 비용 포함)

지불방법
체크 ( to AUT Millennium) /현금/에포스/크레딧 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날씨가 나빠 야외 활동에
적당하지 않으면 실내 액티비티로 대체하게 됩니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시는책임 강사에게 (Head Instructor) 연락해 주십시요.
직통 029 2944044 등록 신청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싸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utmillennium.org.nz/holiday-programme/

오클랜드 박물관 탐험

방학을 맞이해 박물관 이용시간 후 저녁시간에 손전등을 이용해 박물관 구석 구석을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7 월 10 일,15 일,18 일 22 일 ,6:00pm -8:30 pm
비용:$20 ,그룹으로(10 명이상) 하시면 $18 이며 예약비 $3 이 부과됩니다.
박물관은 5:45 부터 개장하며 입장은 아트리움으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ww.aucklandmuseum.com/whats-on/kids-and-family/night-at-the-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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