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스포츠 파크
축구의 본고장

소개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 “축구의
본고장”(Valentine
Sports Park
“The Home of
Football“)은
스포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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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학교 및
개인 각각의
모든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의 스포츠
복합시설입니다.

또한,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축구 관리기관인 Football NSW의 본부입니다.
본 시설은 인조잔디와 자연잔디 필드 뿐만 아니라
실내 코트, 탈의실, 20m 랩풀 수영장, 숙박시설,
구내 카페, 케이터링 서비스, 행사/회의 공간 및
강의실을 포함합니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엘리트, 세미 프로, 커뮤니티 또는 학교 수준의
스포츠 팀
• 기업 팀빌딩 프로그램
• 휴일 캠프
• 상기 옵션을 위한 숙박시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호주내와 해외 모두에서
벤치마크가 되는 스포츠용, 레크리에이션용 및
커뮤니티용 다목적 시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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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 숙박시설, 객실 58실 - 최대 수용인원 200명
• 구내 카페
• 자연잔디 필드 3개
• 인조잔디 필드 2개
• 식당과 케이터링 서비스
• FIFA 규격에 맞는 축구장 및 계단식 경기장 좌석을
포함한 다목적 실내 스포츠 센터
• 교육 및 학습 센터
• 행사 구역
• 주차장 시설과 규모가 큰 이벤트를 위한 추가
주차공간

숙박시설
다양한 숙박 옵션을 가진 58 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개인 욕실과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소회의실이 3개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
식당은 실내 센터 위에 위치해 있고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최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커피, 스낵과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 카페도
있습니다.

축구장
FIFA 규격에 맞게 설계된 인조잔디 축구장 2개와
자연잔디 축구장 3개가 있습니다.그 중 2개의
경기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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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및 다목적 실내 센터
다목적 실내 스포츠 센터는 충격흡수 탄성바닥재
(목재)로 만들어진 국제규격 풀사이즈 FIFA 풋살
경기장 및 관중을 위한 특별 관람석 좌석을
갖춘 시설입니다. 현대적인 점수판 및 선수들을
위한 시설도 준비 될 것입니다. 이 다목적 실내
센터에서는 농구, 네트볼, 배구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들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축구의 본고장
수용인원이 500명이 되는 특별관람석과 Football
NSW 관리본부가 자리잡은 이 메인 건물은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의 중심입니다. 선수 탈의실
6개, 교육 센터, 회의실 및 구내 식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회의 및 행사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회의 및 모임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저희 강의실들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적합합니다:
• 기업 교육 세션
• 단체 교습 수업
• 친목 단체
• 위원회 회의/모임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최신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역 및 주간 공유 가능한 회의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 및 행사를 위해 저희의 상업용 주방에서
준비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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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시합 및 대회 기간 동안 손님들과 팀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에서 제공되는 시설:
• 인조잔디 축구장 2개 - 조명시설 포함
• 자연잔디 축구장 3개- 조명시설 포함
• 호주 세미프로 표준규정에 맞게 설계된
200룩스 조명을 갖춘 대표 경기장 1개
• 상급수준 훈련을 위한 축구장

대규모 축구 전용
운동장 5개를
가지고 있는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호주의
특별한 스포츠용
시설입니다.

• 화장실이 있는 선수 탈의실 6개
• 운동선수들의 회복과 워밍업을 위한 공간
• 관중을 위한 특별 관람석 좌석 및 국제규격에
맞는 FIFA 풋살 코트를 갖춘 다목적 실내 스포츠
센터

2번 및 3번 필드는 FIFA 승인을 받은 인조잔디를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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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 및 편의 시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의
2층 숙박용 시설은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에어컨이 있는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개인이나 그룹을 위한 다양한 숙박 옵션이
제공됩니다.
본 시설은 2개의 이층침대가 구비된 객실 38개, 2
인용 객실 20개, 손님들의 여가 또는 회의를 위한
행사 및 회의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박기간동안 투숙객들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객실이 서비스 됩니다.
.

회의실
최신장비, 무료 Wi-Fi 및 귀하의 단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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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객실 (이층침대)

2인용 객실 (킹 사이즈 침대)

이층침대 2개를 갖춘 4인용 객실 38실.

킹사이즈 침대 2개를 갖춘 2인용 객실 20실.

각 객실마다 포함된 옵션:

각 객실마다 포함된 옵션:

• 이층침대 2개

• 킹사이즈 침대 2개

• 개인 욕실
• 에어컨
• 평면 TV
• 소형 냉장고
• 차와 커피 시설

• 개인 욕실
• 에어컨
• 평면 TV

소회의실

3개의 소회의실은 손님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마다 포함된 옵션:
• 60인치 플라스마 TV
• DVD 플레이어
• XBOX
• 화이트 보드

• 소형 냉장고
• 차와 커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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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페와 식당
식당은 실내 풋살
센터 위에 위치해
있고 손님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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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의 투숙객들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당은 최대 200 명의 그룹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 요구사항에 맞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Football NSW에서는 구내카페가 준비예정입니다.
카페에서 바로 준비되는 신선한 음식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 카페는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을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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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시는 길
시드니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여러 단체들을 위해 시드니의 중심에서 가장
뛰어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합니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시드니 CBD에서 30분, 그리고 시드니
국제 공항에서 45분 거리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슬힐과 블랙 타운의 주요 쇼핑센터에서 10
분거리, 그리고 슈퍼마켓, 빵집과 약국 등의 지역
상점들이 1.5 킬로미터 안에 위치해 있어,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귀하의 단체숙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노스 웨스트 비즈니스 파크, 캐슬 힐, 파라 마타와
블랙 타운에 가는 다양한 버스노선들이 있어 근처
관광명소를 방문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노스웨스트
철도노선 ($83억 프로젝트)이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
주변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시설내
무료주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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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관광 명소
Dural

• 시드니 올림픽 파크
• 파라 마타 CBD
• 외트 앤드 와일드 물 노리 공원

Castle Hill

• 파클리 시장
• 캐슬 타워 쇼핑 센터

St Marys

• 블루 마운틴
• 시드니 모터스포츠 파크
• 역사적 윈저
• 노스웨스트비즈니스파크

Hornsby

Kellyville

Manly

Blacktown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는
시드니 CBD (도심) 에서 M2/M7
고속도로 로 운전 해서 오시면 3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위치합니다위치합니다있습니다.

Liverpool

Bankstown

추가 서비스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엘리트, 세미 프로, 커뮤니티 또는 학교 수준의
스포츠 팀
• 기업 팀빌딩 프로그램
• 휴일 캠프
• 상기 옵션을 위한 숙박시설

연락처
케이트 스티븐슨
발렌타인 스포츠 파크 코디네이터
이메일: kates@footballnsw.com.au
전화번호: (02) 8814 4440
데이비드 바이얼
시설 메니저
Email: davidv@footballns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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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ll NSW

PO Box 6146, Baulkham Hills BC NSW 2153
p: +61 2 8814 4400 f: +61 2 9629 3770
info@footballnsw.com.au
www.footballnsw.com.au

소셜미디어
facebook.com/footballnsw
twitter.com/footballnsw
instagram.com/footballn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