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축구캠프 장점 BEST 5>         
1. 축구의 종주국이자 강국인 영국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2. 축구를 하면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
3. 토트넘 핫스퍼 전용구장에서의 특별 훈련.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 
4. 유럽에서 참가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
5. KAMC 인솔자가 캠프 전 일정 수행!

1. 구성: 집중 영어 과정 + 축구 전문 훈련
2. 기간: 7월 22일 ~ 08월 11일 (3주) * 항공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 고등학교 3학년
4. 모집인원: 1~25 (신청비100만원 선 입금 선착순)
5. 위치: 영국 캠브리지 & 프리미어십 스테디움

*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숙소: 홈스테이, 기숙사 * 도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참가비용: 540만원 * 환율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포함내역: 항공료, 개인용돈)
7. 영국 축구캠프 내용
 집중 영어 수업, 런던 여행, 캠브리지 여행, 스톤 헨지 견학, 방과 후 활동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스톤헨지가 있는 유적지 등 주말에는 근교로

여행을 가며, 아이들은 축구와 영어 뿐만이 아닌 영국 관광과
그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구 훈련
 개인 훈련
 고급 핵심 기술 전수
 패스 기술
 1:1 시합
 오버로드 (2:1, 3:2, 4:3) 
 볼 전환 및 공격 기술
 골 결정력
 미니 시합

8. KAMC한미마케팅 축구캠프 특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프리스타일러인 Billy Wingrove의 묘기를 배우자.
축구 프리스타일러인 Billy Wingrove 묘기 팀과 함께 축구 묘기를 훈련합니다. 

 토트넘 핫스퍼 훈련 인증 수료증 수여 & 토트넘 구단의 특별한 기념품 제공 (트레이닝 복 예정)
캠프 기간 중에 토트넘 핫스퍼 구단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훈련과
미니게임을 하게 됩니다. 훈련 종료 시 토트넘 핫스퍼 구단의 수료증 및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 사진 및 연수 일기가 현지에서 매일 업데이트!

 캠프 사진으로 제작한 2014년 달력 증정- “추억을 선물 합니다.” 
캠프기간 촬영한 사진으로 2014년 달력을 제작하여 참가자에 한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십시오. 

 맞춤 프로그램 가능
저희 KAMC 서비스의 강점 중 하나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국 현지 학교 측과 1:1로 긴밀히 논의하여
맞춤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미래의
박지성”에게
꿈과 희망을! 

상세 사항 KAMC 한미마케팅 TEL) 051-517-7340/ FAX) 051-517-7341
site: www.kamc.co.kr/ e-mail: kamc@kamc.com /www.facebook.com/kamckorea

본 프로그램은 KAMC 한미마케팅과 영국의 명성 있는 교육기관인 Twin Group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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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KAMC 한미마케팅과 영국의 명성 있는 교육기관인 Twin Group이 함께합니다.

축구장 전체가 보이는 구단 식당 라운지

10:00 –
12:30

12:30 –
13:15

12:30 –
15:45

코칭 & 시합, 축구 묘기(Billy Wingrove 팀), 

속도력 측정, 골 정확도 측정, 종합 능력 측정

미래의
박지성”에게
꿈과 희망을! 

토트넘 핫스퍼 전용 워크샵: 

축구단 소개, 축구 기술 세미나, 체력 관리, 라이프 스타일 등

15:45 –
16:30

스테디움 투어, 종료 프레젠테이션,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기념품 샵 방문

Week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45 - 09:00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토트넘 구단에서
훈련

선택 홗동
(추후결정)

or 

팀 대항 축구시합

09:00 - 10:30 영어 레벨테스트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0:30 - 11: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1:00 - 12:30 오리엔테이션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2:30 - 13:3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 - 17:00
(방과후 홗동)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축구 훈련
Cambridge 

여행
축구 훈련

저녁 홗동 홖영 파티 게임 패션쇼 DISC-IOKE 서바이벌게임 퀴즈의 밤 영화시청

Week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45 - 09:00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런던여행

선택 홗동
(추후결정)

or 

팀 대항 축구시합

09:00 - 12:30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축구훈련 축구 훈련

12:30 - 13:3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 - 15:00 영어수업 영어수업 영어수업

일리(Ely) 여행

영어수업

15:00 - 15: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5:30 - 17:00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축구 훈련

저녁 홗동 테마댄스 X 맨 게임 축구 시합 장기자랑 서바이벌게임 게임의 밤 영화의 밤

* 본 일정은 기본 샘플 일정으로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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