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1 7 소망 여름 하키 캠프

Korea (Korean version-한국어버젼)



기간 : 2017년 7월 17일 – 7월28일 (2 주)

장소 :  multiglace de lachenaie (라시네아레나) - 광역몬트리올교외위치 (25분거리)

비용 : $2,800 달러 (CAD) /
$3,100 달러 (CAD) 엘리트 (Elite) 선수 - NHL 선수훈련방식적용, 30명제한

포함내역 :

• 온-아이스 훈련 (총 40시간)

• 오프-아이스 훈련 (gym, 10 시간) 

• 홈스테이 및 식사

• 공항 픽업 및 드롭오프

• 주말 활동, cultural activities

• 이동 차량

• 소망 저지 셔츠 제공



Training (훈련내용)

전문코치(NHL 코치)에 의한 온-아이스/오프-아이스 훈련 진행

개인 기술 개발: 파워스케이팅, 스케이팅 기술, 스틱 핸들링, 퍽 보호기술, 슈팅 등

Gym (체력보강 + 개별 자세 교정) : 하키선수에게 필요한 근육 형성 및 개발을 위한 특별 운동

하키이론수업 - 경기 운영 기술, 선수 자세, 식사 및 영양관리 등

팀 플레이: 포지셔닝, 디펜스 시스템, 파워 플레이, 숏핸드, 페널티 킬, 슛아웃, 사이클링 등

현지 선수와 함께 훈련, 훈련 기간 중 경기 진행

오후 시간 경기-매일 (1시간)

주말 활동: 올드 몬트리올, 올드 테레본, 벨센터 (NHL (Montreal Canadiens)팀 박물관) 방문



Schedule (스케줄)

**상황에따라스케쥴이변동될수있습니다.

7시~7시30 :  하키 링크장 도착 (라시네 링크장)

8시~9시30 : 온-아이스 훈련 (그룹별 1.5시간)

9시30~10시30 : 오프-아이스 훈련 (그룹별 1시간)

10시30~12시 : 온-아이스 훈련 (그룹별 1.5시간)

12시~13시 : 점심

13시~14시 : 아이스 하키 이론 (그룹별 1시간)

14시~15시 : 스포츠 활동 (축구 등/그룹별 1시간)

15시~16시 : 아이스하키 하키 게임 (축구 등/ 그룹별 1시간)

16시 : 귀가



Francois Landreville

NHL 선수 및 기타프로 선수훈련 및

코치 -20년경력

NHL 팀코치로활동 (Nashville, 

Buffalo, Colorado 등)

북미 및 유럽하키 선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참여

개별 선수개발 및 off-ice 훈련 전문



Eric Tousignant (Coach)

경력

Junior Major 선수 (defensemen)

지역 및 외국 선수 훈련 (10년)

파워스케이팅( power skating) 전문

테레본시 협회소속 팀 헤드 코치 (2006- 현재)

Hockey Lanaudiere elites 팀헤드 코치 (2003- 현재)



ON - ICE 

TRAINING



OFF - ICE TRAINING



OFF - ICE TRAINING



1) 신청, 등록및비용입금

모든 신청 및 비용 입금($2800 CAD/ $3100 CAD)

은 2017년 5월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합니다.

2) 비용은다음의계좌로입금해주세요 :

Somang Group Inc/ Somang Hockey

– Banking Information

Name of bank Caisse Desjardins Thérèse-de-Blainville

Address

Siège Social

201, boul. Labelle

Sainte-Thérèse, Québec, Canada J7E 2X6

Tel. 1 450 430 6550

Swift CCDQCAMMXXX

Branch identification number CC081530022

Beneficiary 0815 30022 063182-0

Beneficiary name Somang Group Inc or Somang Hockey

Address
2775, Rue du Pauillac, Terrebonne, 
Quebec, Canada, J6Y 2B3



Michael Bujold & Young Ki You 

(Somang Hockey/Somang Group INC)

Tel :  1-450-979-5742/ cell. : 1-514-779-9401

E-mail : mbyk@somanggroup.com/mbyk@hotmail.com

Home page : www.somanghockey.com

카카오톡 ID : miwon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