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TH, JUL. 2017
11TH, AUG. 2017

START

2 WEEK
END

S.A.B.
SUMMER SPORTS
EXPERIENCE PACKAGE



WHY
S.A.B.?
Sports Academy Berlin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독일의 스포츠를 경험하세요!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문 코치와 함께
개인 트레이닝 세션과 베를린의 유명 구단들이 제공하는 일류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A

B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베를린을
탐험하세요!
S.A.B. Summer Sports Experience Package를 통한 프로팀의 훈련과 경기 참여 외에도
수영, 비치 사커, 자전거 타기 등 신나는 레저 활동과 시내 관광을 베를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SUCCEED - ACHIEVE - BELIEVE!



WHY
S.A.B.?
Sports Academy Berlin



독일 명문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전문 훈련 & 평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전문가와 전문 장비를 통한 훈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D 유럽 명문 구단의 훈련 시스템
Footbonaut을 통한 훈련 & 평가! 
리버풀 FC,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의 유럽 명문 구단에서 유소년부터 프로 선수들을 육성 시키는
시스템인 Footbonaut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CCEED - ACHIEVE - BELIEVE!



THE CAMP
OF THE BEST



Top A Level Camp
2주에 걸친 최고의 축구 캠프!
캠프 │ 2017년 7월 31일(목요일) ~ 8월 11일(금요일)
출국 │ 2017년 7월 30일(수요일)
귀국 │ 2017년 8월 13일(일요일)

* 부모님 동행 시 합숙 가능한 숙소가 완비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비행기표 및 식사는 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주 일정의 캠프 종료 후 별도 요청 시 1주일 연장 가능합니다.

Contact   │   010 - 6273 - 1261   nalala0909@naver.com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관광(버스 or 페리)

30th, Jul.

도착

공항 transfer

호텔 / 호스텔 /
장기 아파트
체크인

Week 1

AM

AM

PM

PM

31st, Jul. 1st, Aug. 2nd, Aug. 3rd, Aug. 4th, Aug. 5th, Aug.

Camp Training Camp Training Team Building

Athletic Session

Camp Training

Athletic Session

영양 교육

Camp Training

Lifekinetics

S.A.B. 소개
& BCS Tour 

Coach Wehrmeyer
개인 능력 평가

Nanny의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Camp Training Camp Training Camp Training

완세(Wannsee) 호수
수영

Camp Training

Berlin 올림피아 
경기장 방문

Camp Training

완세(Wannsee) 호수
수영

HERTHA BCS
또는 

UNION BERLIN 
경기 관람

Day off Athletic Session
Training

Lifekinetics
Training

Lifekinetics
Training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Athletic Tests
(quickness,
agility etc.)

비치축구

Hertha BCS
프로 팀 

 트레이닝 방문

S.A.B. 소개
& BCS Tour 

Coach Wehrmeyer
개인 능력 평가

Day off Training
(Tactics Theory)

완세(Wannsee) 호수
수영

Training

HERTHA BCS
경기 방문

Empor /
Berolina와의
테스트 경기

Training

BBQ

참가자 개인별
평가 시트 제공

완세(Wannsee) 호수
수영

출발

공항 transfer

*요청 시 1주일 연장 가능
베를린 축구 팀 try out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6th, Aug.Week 2 7th, Aug. 8th, Aug. 9th, Aug. 10th, Aug. 11th, Aug. 12th, Aug.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 Morning │ AM 09:00
* Noon      │ PM 04:00

Shuttle

SUCCEED - ACHIEVE - BELIEVE!



Contact

Call      010 - 6273 - 1261
Email   nalala0909@naver.com

Licensee

만수르컴퍼니  301 - 34 - 08671

2주 캠프 375만 원
* 숙소 포함

공항까지의 이동 및 베를린 내 관련 일정 일체 제공

1일 3식 제공

프로 트레이너의 트레이닝

베를린훔볼트대학교의 트레이닝 / 시험 / 평가
* 참가자 개인의 역량과 개선점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시트 제공

아이들을 돌보는 Nanny 상주

캠프 가격

이동

식사

트레이닝

트레이닝 평가

보모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