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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스킬스 랩 회원 규칙 및 규정



Quantum Skills Lab Rules & Regulations

가. 퀀텀 트레이닝 회원권 및 수업 규칙,규정 – 전체회원

퀀텀 스킬스 랩 최초 회원 등록 및 결제

본 계약에 따른 회원권은 회원 자신만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회원권 1회 양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양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도비는 회원권 등록비용의 10%입니다.

회원권 양도

환불 및 해지 – 퀀텀 스킬스 랩 회원권에 한정 SFS는 별도 규칙

환불 수수료는 10%, 모든 환불은 회원권 기간안에 요청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엘리트와 프로까지 모두에게 적용) 
부상에 따른 환불 및 해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횟수권 환불 내용

회원권 기간안에 환불 할 경우엔 남은 횟수 비용 – 환불 수수료 차감해서 환불을 진행합니다. 

2. 기간권 환불 내용

환불은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가능하며, 환불 수수료 10%와 이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카드의 경우는 카드수수료와 부가세가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분실

회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개인소지품 분실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퀀텀 스킬스 랩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정 수업 및 고정 인원

최초 수업 문의 시 1주 안에 수업 참여 가능해야만 수업 스케쥴 고정과 인원 확정이 가능합니다. 
*회원권 기간에 홀딩 요청없이 2회 이상 나오지 못했을 경우 고정 수업과 수업에서의 고정 인원을 제외하겠습니다.

최초 회원 등록 : 퀀텀의 회원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피플박스 / FIFLBOX’ 필수적으로 가입 필요
[수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생년월일/ 이름으로 가입 필요]

수업 회원권 결제 : 첫 수업 및 새로운 회차가 시작 되기 전에 결제가 필수 [미 결제자의 경우 수업 참여 불가가 원칙

수업 예약 및 변경, 취소 내용 – 피플박스 어플 예약과 센터 예약 두 가지로 나뉨

센터 관계자와 직접 예약을 잡은 센터 예약의 경우 당일 취소 시 횟수 차감 및 패널티 부여로 원칙 변경

수업 예약 : 피플박스의 경우 회원 혹은 보호자가 직접 예약 필요 / 센터 예약의 경우 관계자와 연락 후 예약 확정
수업 변경 및 취소 :피플박스 예약자의 경우 수업 시작 4시간 이전에 수업 변경 및 취소 가능, 4시간 이후부터는 수업 변경 및 취소 불가

센터 예약자의 경우 당일 수업 변경 및 취소 불가 [패널티 부여 혹은 횟수 차감]

회원권 홀딩

퀀텀 센터 규칙

1회 홀딩 시 홀딩 가능은 최대 2주
- 홀딩 요청을 하지 않아 회원권이 만료될 경우 소급 불가
- 회원권 별로 주어진 횟수 혹은 2주를 넘어가는 홀딩은 불가

1. 운동복 및 실내 농구화는 필수적으로 착용 [실내 농구화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구매 필요]
2. 퀀텀에 다니는 회원들 정보를 요구하거나, 타학교 선수나 퀀텀의 소셜 채널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퀀텀 수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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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 Pro Players Rules & Regulations

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 등록 내용

프라이빗 트레이닝, 어드밴스드 트레이닝 둘다 최초 등록은 10회를 권장 [10회가 되어야 기본적인 개념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

나. 엘리트 및 프로 선수 회원권 규칙 및 규정

프라이빗 회원권 – 1:1 트레이닝 금액 회원권 기간

10회권 1,650,000원 100일

5회권 825,000원 2개월

1회권 165,000원 10일

프라이빗 고정 수업 내용

회원권 기간안에 2회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 고정 수업에서 제외합니다. (수업을 홀딩 할 경우엔 괜찮습니다)
고정 수업이 아닐 경우엔 사전에 연락해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 수업일 경우에는 꾸준히 나와주셔야 합니다.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

엘리트 회원권
엘리트, 프로 레벨 트레이닝 금액 회원권 기간

20회권 2,000,000원 6개월

10회권 1,100,000원 100일

5회권 550,000원 2개월

1회권 110,000원 10일

A. 프라이빗 회원권 - PRIVATE

B. 엘리트 회원권 – ELITE (선수협회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가 아닐 경우 실력이 되는 선수에 한해 Invited Only)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 매우중요 ##

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의 경우 전지 훈련 및 대회 등의 일정이 있을 땐 횟수 및 기간 모두 자유롭게 홀딩 요청 가능
홀딩 요청이 없었을 경우 만료된 회원권에 대해서는 소급 불가

수업 예약 및 취소 관련 내용

- 주말 어드밴스드 수업의 경우 피플박스를 통해서 예약이 반드시 필수 – 4시간 이전까지 변경,취소 가능(동일적용)
- 평일 훈련 일정 및 프라이빗 훈련의 경우 코치 및 퀀텀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 (센터예약으로 진행 시 당일 취소 불가)
-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취소 필요 - 미 취소 시 횟수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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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취소 예약 변경 – 수업 시작 4시간 이전에만 취소, 변경 가능

- 횟수권의 경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빠지는 경우 횟수 차감 – 수업 시간 4시간 이전에만 변경 취소 가능
** 기존과 다르게 피플박스에서 수업을 취소 하지 못할 경우 즉 수업 시작 4시간 전에 취소를 못할 경우 차감됩니다.

- 한 달 패스권의 경우 예약 후 불참할 경우 이용일 5일 차감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마다 동일하게 5일씩 차감

다. 일반인 아마추어 회원권 규칙 및 규정

일반인 아마추어 클래스는 고등학생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추어 1달 패스권 금액 사용 권한

레슨 패스권 - Lesson Pass 385,000원 수업 하루에 1시간 씩 30일안에 자유 사용 가능

멤버십 패스권 - Membership Pass 450,000원 멤버십 및 트레이닝 각각 1시간씩 30일 사용 가능

All Inclusive Pass 700,000원 한달동안 모든 수업과 멤버십, 오픈짐 참여가능

아마추어 횟수권 금액 회원권 기간

22회권 1,000,000원 5개월 안에 사용

10회권 500,000원 80일 안에 사용

8회권 440,000원 2개월 안에 사용

4회권 220.,000원 1개월 안에 사용

아마추어 등록 관련 내용

아마추어의 경우 코치님과 5인으로 진행하는 그룹 트레이닝이 기본이며, 사전에 수업 예약을 해주면 코치님들이 수업에
나오는 분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마추어의 경우 프라이빗 수업은 가능하나
우선 순위가 프로, 엘리트에게 있습니다.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 - 일주일에 최소 1회는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회원권 기간이 부여

횟수권은 하루에 2타임 수업도 가능합니다.
한달 권 기간권의 경우 하루에 1타임 수업 가능 대신 기간 안에는 매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A. 아마추어 횟수권

B. 아마추어 1달 패스권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부상 및 여행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사전 연락주면 1회 최대 2주 홀딩 가능
[홀딩 미실시해서 지나간 회원권에 대한 것은 소급 불가합니다]

2주 이상의 홀딩이 필요한 장기 여행, 부상 등의 경우엔 남은 횟수 혹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수수료 제외)

회원권 4회권 8회,10회권 22회권 1개월 권

연기 횟수 1회 2회 3회 1회

연기 기간 1회당 최대 2주

Amateur Player Ru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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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취소 : 30일 안에 4회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업취소는 없습니다.
- 수업 홀딩 : 시험 기간, 프로젝트, 가족 여행, 부상 등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사전 연락주면 1회 최대 2주 홀딩 가능
홀딩 미실시해서 지나간 회원권에 대한 건은 소급 불가합니다. 2주 이상의 홀딩이 필요한 장기 여행, 부상 등의 경우엔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 유소년 트레이닝 회원권 규칙 및 규정
유소년 수업의 경우 최소 4학년 이상의 나이부터 수업 등록이 가능하며 고등학생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3학년 이하의 나이일 경우 코치님들과 상의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Youth Players Ru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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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반 개설 관련 내용

반 등록 시 인원 고정 비용 내용 (퀀텀 센터 수업 한정)

YOUTH CLASS(초,중급) - 농구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유소년 수업으로 스킬 트레이닝과 게임 진행
YOUTH INTERMEDIATE (중,상급)- 실질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개인 스킬과 경기 상황속 적용 연습을 희망하는 분들은 유소년
인터미디엇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수업 관련 내용 – 유소년, 유소년 세미 구분

★★ 퀀텀 유소년 별도 적용 체육관 룰 ★★

유소년 수업의 경우 유소년 인터미디엇 수업 (중,상급자 반) 최대 6인 유소년 수업(초,중급) 최대 8인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반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4명 이상의 인원을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 수업 중 나이나 실력대가 비슷한 그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소년 수업 진행 시에 인원을 고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퀀텀이 반의 인원을 고정시킴으로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퀀텀의 유소년 클래스는 학생들이 농구에 재미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퀀텀이 정해놓은 룰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은 퀀텀이 제공하는 수업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에 경고조치, 2번째 경고 때 강제 퇴장 조치
** 강제 퇴장 상황에는, 아직 수강하지 않은 레슨 수강비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가능합니다. 

1. 코치님들의 정당한 훈련 지시에 불이행
2. 복장불량 – 운동복을 입지 않거나 실내 농구화가 아닐 경우
3. 부적절한 언행 – 욕설, 모욕적인 언사, 비하, 차별적인 발언 등
4. 퀀텀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 및 물품들을 고의적으로 훼손했을 시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 – 회원권 기간 30일로 고정

YOUTH CLASS 금액 회원권 기간

4회권 150,000원 30일 안에 사용

YOUTH SEMI CLASS 금액 회원권 기간

4회권 280,000원 30일 안에 사용

홀딩 및 수업 취소,보강 관련 내용



마. 멤버십 회원권 규칙

Membership Ru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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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약 이후 사전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5일차감)
기존과 다르게 멤버십 시작 시간 4시간 이전이 지나면 취소와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예약 부탁드립니다.

2.장비,기계 사용자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사용한다.
3.Dr. Dish사용시 공3개 이상은 꼭 들어가 있어야한다.
4.훈련 후 정리필수

A. 닥터디쉬 사용 주의 사항 - 사용 간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면 안됩니다.

공이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이 계속 작동을 하다보면 스프링과 완충 부분에 과도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슛 연습
도중에 공이 전부 빠지게 되면 작동을 잠깐 멈추고 공을 최소 3개 이상 넣은 후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닥터 디쉬를 전부 사용한 이후에 거리 세팅은 1번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리 세팅은 스프링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약한 1번으로 세팅을 해 놓아야 닥터디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스프링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3) 닥터 디쉬를 깨끗하게 사용 바랍니다

닥터 디쉬 사용 화면이나 기계에 땀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같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땀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만약 땀이 묻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드시 제거 부탁드립니다~!

B. 멤버십 회원권 및 멤버십 사용 회원님들에 대한 유의 사항

퀀텀의 오픈짐 멤버십 회원님들은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만 오픈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반드시 예약을 하고 사용 부탁 드립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멤버십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실 경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타임에 3명을 최대 인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퀀텀의 공간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3명을 넘는 경우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멤버십 앞뒤에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멤버십 회원분들이 앞뒤에 계시다면 체육관 사용시간인 1시간을 준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사용하신 공이나 물품 등은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사용한 공, 각종 훈련 물품 등은 사용후에 제자리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정렬이나
청소는 저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멤버십 사용 간 중요 사항 – 물품 사용 및 예약 관련 사항

멤버십 회원권 금액 회원권 기간 홀딩

1달 패스권 100,000원 1개월 1회 가능 / 회당 최대 2주

3달 패스권 270,000원 3개월 2회 가능 / 회당 최대 2주

멤버십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홀딩



바. 팀 트레이닝 규칙 및 규정

사. 체육관 대관 규칙 및 규정

1. 인원 - 팀 트레이닝의 경우 10인 이상의 인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10인 이하의 인원은 가능 하지만 금액과 시간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장소와 스케쥴 - 장소와 시간의 경우 모두 협의 사항으로 퀀텀 운영진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팀 트레이닝 인원 및 장소와 스케쥴

팀 트레이닝 시간 및 가격

기본 트레이닝 시간 2시간, 10인 이상의 인원이며 교육 준비와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차등해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및 인원 유소년 및 초등 엘리
트 아마추어 및 일반인 엘리트 팀 프로 팀

2시간, 10인 이상 3만 4만 5만 10만

2시간, 10인 미만 5만 6만 8만 12만

체육관 대관의 경우 수업 시간 포함과 수업시간 외 시간으로 나뉩니다.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결제는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체육관 대관 시간 및 비용

대관 시간 시간 당 비용
종일 대관 야간 시간 대관

12시간 이상 대관 기준 오후 11시 ~ 새벽 7시 기준

수업 시간 포함 30만원

300만원

x

수업 시간 외 사용
10만원 – 기계 미 사용 5만원 – 기계 미 사용

12만원 – 기계 사용 8만원 – 기계 사용

수업 시간 외 대관을 할 때 Dr.Dish및 Lazer 기계 사용 가능한 금액과 사용 불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Team Training or Gym Rental Rules & Regulations

2019-2020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SFS x Quantum Program Rules&Regulation

■ SFS 수업 등록 규칙 및 규정 (SWEP 프로그램은 제외_SWEP은 SFS에 문의

2019-2020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퀀텀이 Seoul Foreign School(서울 외국인 학교)와 함께 스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제학교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SFS 캠퍼스에 진행되며 국제학교 학생 뿐 아니라 외부인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아마추어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단체 그룹 트레이닝으로
최대 인원은 24인이며 2시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팀 모두 신청 가능]

A. SFS 아마추어 일반인 트레이닝

가격 구분 모집 인원 수업 시간 수강료(부가세 포함)

일반인
최소 8인 ~ 최대 24명 120분(2시간)

4회 - 120,000원

대학생 4회 - 100,000원

대학 동아리, 학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8인 이상 모아오면 자체 수업이 개설 됩니다.
스킬 트레이닝과 함께 자체전 경기를 진행합니다.

B. 대학생 그룹 트레이닝 – 일반인 트레이닝 **그룹,팀 단위 신청만 가능

가격 구분 모집 인원 수업 시간 수강료(부가세 포함)

대학생 8인 이상
최소 8인 ~ 최대 24명 120분(2시간)

4회 - 100,000원

대학생 12인 이상 4회 - 80,000원

전문직,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별, 회사별로 그룹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8인 이상의 인원을 모아올 시 하나의 반으로 개설해 드립니다.
8인 미만의 인원은 일반 아마추어로 수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C. 직업별 그룹 트레이닝 – 일반인 트레이닝 **그룹, 팀 단위 신청만 가능

가격 구분 모집 인원 수업 시간 수강료(부가세 포함)

8인 이상
최소 8인 ~ 최대 24명 120분(2시간)

120,000원

12인 이상 100,000원

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을 위해 진행되는 엘리트 트레이닝이며 일반인은 이 수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그룹 트레이닝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단순한 볼핸들링부터 경기에 적용되는 움직임까지 (전)프로 코치들의 경험을 살려 선수들에게 꼭 맞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D. 엘리트 및 프로 트레이닝 **그룹, 팀 단위 신청만 가능

가격 구분 초등엘리트 중,고엘리트 3개월 이상

10인 이상 인당 3만원 인당 5만원 300만원

10인 미만 인당 5만원 인당 8만원 350만원

1. AMATEUR, ELITE CLASS INFORMATION [아마추어, 엘리트 수업 내용]



SFS x Quantum Program Rules&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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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SFS 학생의 경우 8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 올 경우 SFS 학생과 동일한 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퀀텀 그룹 스킬 트레이닝 (수준별)

학생 구분 모집 인원 수업 시간 수강료(부가세 포함)

SFS 학생
OR

8명 이상 NON-SFS 최소 4명 ~ 최대 12명 60분(1시간)
회당 20,000원

NON-SFS일 경우 회당 25,000원

B. 주말 퀀텀 리그 및 연습게임

주말 퀀텀 Q-LEAGUE 모집 인원 리그 시간 수강료(부가세 포함)

SFS 학생인 경우 최소 3팀
(한 팀당 최소 7~ 12명) 2시간

1회당 25,000

NON-SFS일 경우 1회당 30,000원

리그의 경우 최소 3팀을 지향하며, 한 팀의 최소 구성인원은 6명 최대 인원은 12명입니다. 리그를 통해, 주중에 배운 스킬을 활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시즌에 선수들이 본인의 스킬 수준을 갈고 닦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부 클럽팀이나 한국학교 팀이 초청되어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 YOUTH CLASS INFORMATION [유소년 수업 내용]

초등학생(G 1-5), 중학생(G 6-8), 고등학생(G 9-12)으로 나눠 그룹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60분 수업이며 성별 구분이 없는 수준별 스킬 트레이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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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퀀텀 프로그램(스킬 트레이닝 및 리그)에 등록 후,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SFS나 퀀텀의 사정으로 수업이나 리그가
취소될 경우 환불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나 결석에 대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시) *학생들의 과외 활동 시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
*리그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부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 혹은 리그 참석이 도중에 어려워 질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주시면 남은 횟수에 대한 비례
가격으로 환불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수료 제외)

2. 퀀텀 겨울 프로그램 첫 시작일 이후 스킬 트레이닝 혹은 리그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남은 횟수에 대한 비례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신규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월요일~토요일(일요일 제외)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며 수업 당일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신규 회원의 기존 반 수업참여)

4. 신규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월요일~토요일(일요일 제외)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업
확정 우선 순위는 신청 인원 수 -> 선착순이며 SFS 학생의 경우 수업 개설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규 반 개설)

5. 공휴일 혹은 SFS에서 사전 계획된 이벤트로 인해 GYM 사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 날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충수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6. 등록기간에 참여 가능 횟수에 대한 수강료 입금이 확인된 학생은 출석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출석 명단에 이름이 없을
경우 수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7.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수업에 결석하거나 취소할 경우 그에 대한 보강 수업, 이월 및 환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여가능 날짜를 신중하게 선택 부탁드립니다.

8. 등록 기간이 지난 후 퀀텀 및 SFS 사정으로 인한 예정되지 않은 수업 취소는 환불해드립니다.

9. 트레이닝, 연습게임 혹은 게임 중 개인 부상에 관련된 사항은 퀀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리그와 관련해, 팀원은 최소 6명 최대 12명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경우도 불가능은 아니나 협의를 해야합니다.

기타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SFS X 퀀텀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관련 내용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SFS 수업의 경우엔 별도의 홀딩은 없습니다.



퀀텀이 신포나이키, 건대 훕드림과 제휴를 맺어 현재 수강중인 회원들에게 나이키 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품 할인 혜택은 신포 나이키, 건대 훕드림 나이키 오프라인 스토에서만 가능합니다.

@hoopdreams_ku @sinponike

참여방법-How to Participate in

Step.1 신포 나이키 혹은 건대 훕드림에 가서 ‘퀀텀 회원’ 이라고 말한다.
Step.2. 만약에 매장 직원이 별도의 확인을 필요로 하면 피플박스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인증을 요청합니다.

퀀텀이 스포츠 컴프레션과 퍼포먼스 스포츠 웨어의 글로벌 리더 브랜드인 2XU와 제휴를 맺어 현재 퀀텀의 수업을
수강중인 회원들에게 2XU 구매 헤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퀀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2019년부터 10%할인 적용

온라인 스토어 주소 - https://www.2xu.kr/

참여방법-How to Participate in

Step1. 2XU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서 원하는 제품을 선정 한다
Step2. 퀀텀 운영진에게 원하는 제품 제품코드 혹은 제품명을 알려준다.
Step3. 퀀텀 운영진이 구매 후 제품을 인계한다.

01 2XU SPONSORSHIP

Quantum SKILLS LAB SPONSORSHIP
02 NIKE SPONSORSHIP 03 엘리트 회원 혜택_엘리트 회원에게만 공개

01. 2XU 온라인 스토어 할인 프로모션

02. NIKE 할인 프로모션_건대 훕드림, 신포 나이키 – 최대 20%

기존 엘리트 회원이 새로운 엘리트 회원을 등록시킬 경우 소개 시켜준 분과 소개 받은 분 각각
세미 프라이빗 회원권 2회 제공

** 기존 회원권과 상관없이 세미 프라이빗 2회권 제공 (22만원 상당)

엘리트 혜택 조건 – Benefit Conditions

Option.1 1인 소개당 2회권 추가이므로 여러 명을 소개로 등록시킬 경우 합산해서 회원권 제공

Ex) 3명 소개 경우 소개를 해준 분은 세미 프라이빗 6회권 제공 , 소개 받은 분은 각각 2회권 씩 제공

Option.2 최종적으로 퀀텀에 등록을 할 경우에 소개 효력 발생
Option.3 소개 받은 엘리트 선수가 등록하기 전에 코치진, 운영진에게 퀀텀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지시켜 주셔야 추가
2회 회원권을 부여해드립니다.

03. 퀀텀 엘리트 회원 혜택_엘리트 회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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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본인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__은,는

퀀텀의 운영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안내 받고 이해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20______, _______, 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퀀텀 스킬스 랩 회원 규칙 동의 서명

귀하는 본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퀀텀 스킬스 랩과 회원님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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