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6 월 스포츠 뉴스레터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님들께
모든 스쿨 스포츠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나서서 스포츠팀의 코치와
매니져로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스포츠 : 현재 스쿨 겨울 스포츠에 참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넷볼팀 – 6 개의 팀, 하키팀- 6 개의 팀, 농구 – 6 개의 팀

The Amazing Race
지난 5 월 18 일 수요일에 6 명이 한 그룹이 되어 메모리얼 파크에서 the Amazing Race 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32 개의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팀들은 파크에서 최대한 빨리 이동하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매물 코스 (그린파크 스쿨 2 등), 메모리 게임, quoits (써클의 고리를 던져 거는 게임), 농구공
넣기(그린파크 스쿨 1 등)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린파크 스쿨은 St. Thomas More 스쿨 다음으로 2 등을
하였습니다.

그린파크 스쿨 어메이징 레이스팀
Kyra Addison, Ella-Rose Carter,
Ella Vrieze,
Ben Richardson, Jackson Jones,
Aidan Pratt

그린파크 스쿨 크로스 컨츄리
그린파크 스쿨 크로스 컨츄리 날였던 지난 5 월 24 일 화요일은 오전에 비가 약간 오기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날씨가 호전되면서 계획대로 크로스 컨츄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Fresh Moves 댄스팀이 응원 댄스를 보여주며 행사의 분위기를 뛰어주었습니다.
결과 :

Event
Year 1 Boys
Year 1 Girls
Year 2 Boys
Year 2 Girls
Year 3 Boys
Year 3 Girls
Year 4 Boys
Year 4 Girls
Year 5 Boys
Year 5 Girls
Year 6 Boys
Year 6 Girls

1st
Cooper Jenkins
Isabelle Athy-Knibbs
Tevyn Lippi-Smith
Matilda Valentine
Cameron Fitzjohn
Ruby Jones
George Athy-Knibbs
Leah Toni
Billy Ramsden
Sylvia Thompson
Jackson Jones
Ruby Valentine

2nd
Flynn Weaver
Malaya Kohu
Reece Barrett
Stella Muir
A.J. Kilsby
Aimee Archer
Max Hughes
Paige Rickard
Seth Malone
MacKenzie Lehndorf
Forbes Hellyer
Grace Kahle

3rd
Toby Sutton
Lily Rutene
Kalan Schou
Ella Robinson
Ashton Lucas
Mikayla Lummis-Amrein
Blake Vrieze
Lily Malone
Fergus Muir
Saskia Rhind
Aidan Pratt
Sarah Green

우승자들 : (뒤줄 왼쪽에서 오른쪽) Ruby Valentine, Cameron Fitzjohn, Jackson Jones, Billy Ramsden, Ruby Jones,
George Athy-Knibbs.
(앞줄 왼쪽에서 오른쪽순) Isabelle Athy-Knibbs, Cooper Jenkins, Sylvia Thompson, Tevyn Lippi-Smith, Leah Toni, Matilda
Valentine

WBOP 리파럭비 월드컵
마운트 망가누이 블레이크 파크에서 WBOP 리파 럭비월드컵이 진행되었습니다. 3/4 학년 한
팀과 5/6 학년 한 팀 이렇게 두팀이 그린파크 스쿨을 대표해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64 개의 팀이
경기를 하였습니다.
마운트 망가누이 스쿨과의 첫 게임은 매우 힘들게 그린파크 스쿨 두팀 모두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¾학년팀은 다음 두번의 게임에서 Katikati 스쿨과 St.Thomas More 스쿨과의 게임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챔피언십에 출전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5,6 학년팀은 조경기에서 아깝게 지면서 3 등을 하였지만 나머지 게임들은 모두 우승을
하였습니다.

Kele Lasaqa 학생의 모습

Grace Kahle

Jazmin Dean 과 Charlee Short 의 지지 아래 Issac Strange 의 모습

Gymsport (기계체조)
5,6 학년 기계체조팀은 지난 6 월 3 일 금요일에 Argos Gym 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3,4 학년
학생들은 일주일 후에 같은 장소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린파크 스쿨은 매우 성공적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훈련한 학생들과
뛰어난 지도교사 Mrs Pierce 와 Mrs Harvey 덕분입니다.
학교의 위상을 높여준 대회 참여한 학생들 모두 축하하고 그들의 가족과 또 대회날 바른
태도를 보여준 학생들 모두를 축하합니다.
결과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학생들이 더 똑똑합니다.
연구결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활동적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적으로도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신체적 활동들은 기억 능력, 행동발달 그리고 집중력, 학습성취도를 향승시켜 인식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뇌의 건강과 아래와 같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멀티 태스킹 (Multi-tasking)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