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de by Hyungwook OH

QUANTUM skills lab
rules and regulations

퀀텀 스킬스 랩 회원 규칙 및 규정



Quantum Skills Lab Rules & Regulations

퀀텀 트레이닝 회원권 및 수업 규칙,규정 – 전체회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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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회원권 비용의 10%입니다.

06 회원권 양도

07 환불 및 해지

모든 환불 및 해지의 경우 회원권 기간안에 요청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에 따른 환불 및 해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횟수권 환불 내용

회원권 기간안에 환불 할 경우엔 남은 횟수 비용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2. 기간권 환불 내용

기간권 환불은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가능하며, 이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카드의 경우는 방문해서 신용 취소 이후 다시 결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4 안전사고 및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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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고정 수업 및 고정 인원 – 예약금액 30,000원

최초 수업 문의 시 1주 안에 수업 참여 가능해야만 수업 스케쥴 고정과 인원 확정이 가능합니다. [예약 확정 금액은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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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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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관계자와 직접 수업 예약을 잡은 경우 당일 취소 시 횟수 차감

수업 예약 : 피플박스의 경우 회원 혹은 보호자가 직접 예약 필요 / 아마추어, 오픈짐 외의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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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횟수 차감 혹은 기간 차감]

05 회원권 홀딩

03 퀀텀 센터 규칙

1회 홀딩 시 홀딩 가능은 최대 2주
- 홀딩 요청을 하지 않아 회원권이 만료될 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 회원권 별로 주어진 횟수 혹은 2주를 넘어가는 홀딩은 불가합니다.
- 부상 및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퀀텀 스태프와 상의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사고, 질병 등]

1. 운동복 및 실내 농구화는 필수적으로 착용 [실내 농구화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구매 필요합니다.]
2. 퀀텀에 다니는 회원들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 사진, 번호 등]
3. 탈의실은 공용으로 개인적으로 락커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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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라이빗 트레이닝 등록 내용

퀀텀 트레이닝 코치들과 1:1로 수업을 진행하며 개인 수준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라이빗 트레이닝의 경우 아마추어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두 수업이 가능하며 금액은 코치에 따라 변경됩니다

** 다만 희망인원이 몰릴경우 프로, 엘리트, 아마추어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

프라이빗 트레이닝 회원권 규칙 및 규정

프라이빗 회원권 아마추어 코치 프로 코치 코치 KJ 회원권 기간

10회권 ￦1,500,000 ￦1,650,000 ￦1,800,000 3개월

5회권 ￦750,000 ￦825,000 ￦900,000 2개월

1회권 ￦150,000 / Session ￦165,000 / Session ￦180,000 / Session -

05 프라이빗 고정 수업 내용

- 회원권 기간안에 2회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 고정 수업에서 제외합니다. (수업을 홀딩 할 경우에도 2주가 넘어가면 제외합니다.)
- 고정 수업이 아닐 경우엔 사전에 연락해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예약의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정 수업일 경우에는 꾸준히 나와 주셔야 합니다. 

02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

03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 매우중요 ##

04 수업 예약 및 취소 관련 내용

- 프라이빗 훈련의 경우 코치 및 퀀텀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 (센터 예약으로 진행 시 당일 취소 불가)
- 당일 수업 취소 시 횟수 소급 불가 (횟수 차감)

01 Private Training Rules & Regulations

프라이빗 회원권 1회권 10회권 미만 10회권 이상

연기 횟수 - 1회 2회

연기 기간 1회당 최대 2주

1회 홀딩 시 홀딩 가능은 최대 2주
- 홀딩 요청을 하지 않아 회원권이 만료될 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 회원권 별로 주어진 횟수 혹은 2주를 넘어가는 홀딩은 불가합니다.
- 부상 및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퀀텀 스태프와 상의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사고, 질병 등]

기타 횟수의 경우 1회당 1주의 회원권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시 : 3회권의 경우 3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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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프로그램 Basic Price Pro Coach Coach KJ

2:1 ￦100,000 / Session ￦110,000 / Session ￦130,000 / Session

3:1 ￦70,000 / Session ￦80,000 / Session ￦100,000 / Session

4:1 ￦50,000 / Session ￦60,000 / Session ￦80,000 / Session

5:1 or more ￦40,000 / Session ￦50,000 / Session ￦70,000 / Session

그룹 트레이닝 회원권 규칙 및 규정

02 그룹 트레이닝 회원권 종류 및 – 코치와 수강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룹 트레이닝은 퀀텀의 기본 가격표입니다. 인원과 코치에 따라 가격이 변경되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인원 당 적용됩니다.

03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1회 홀딩 시 홀딩 가능은 최대 2주
- 홀딩 요청을 하지 않아 회원권이 만료될 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 회원권 별로 주어진 횟수 혹은 2주를 넘어가는 홀딩은 불가합니다.
- 부상 및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퀀텀 스태프와 상의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사고, 질병 등

02 Group Training Rules & Regulations

01 그룹 트레이닝 등록 관련 내용

2인 이상 진행되는 수업이며 팀원 구성 혹은 오픈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수준에 따라 볼핸들링, 기술 요소, 시합 상황 적용까지 단계별로 교육합니다.
교육하는 코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05 그룹 트레이닝 고정 수업 내용

- 회원권 기간안에 2회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 고정 수업에서 제외합니다. (수업을 홀딩 할 경우에도 2주가 넘어가면 제외합니다.)
- 고정 수업이 아닐 경우엔 사전에 연락해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예약의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정 수업일 경우에는 꾸준히 나와 주셔야 합니다. 

04 수업 예약 및 취소 관련 내용

- 그룹 훈련의 경우 코치 및 퀀텀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 (센터 예약으로 진행 시 당일 취소 불가)
- 당일 수업 취소 시 횟수 소급 불가 (횟수 차감)

그룹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1주의 회원권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시 : 5회권의 경우 5주 기간]

그룹 프로그램 1회권 기본 4회권 5회권 이상

연기 횟수 - 1회 2회

연기 기간 1회당 최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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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업 취소 예약 변경 – 수업 시작 4시간 이전에만 취소, 변경 가능 [피플박스 시스템]

- 횟수권의 경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빠지는 경우 횟수 차감 – 수업 시간 4시간 이전에만 변경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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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합니다.

일반인 아마추어 회원권 규칙 및 규정

01 아마추어 등록 관련 내용

아마추어의 경우 코치님과 6인으로 진행하는 그룹 트레이닝이 기본이며 회원관리 어플인 피플박스를 통해 직접 예약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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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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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마추어 횟수권

B. 아마추어 1달 패스권

03 회원권 기간 및 홀딩 관련 내용

부상 및 여행 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사전 연락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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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Amateur Training Rules & Regulations

아마추어 횟수권 금액 회원권 기간

1회권 ￦50,000 -

4회권 ￦200,000 1개월

10회권 ￦450,000 10주 (약 3개월)

그룹 프로그램 4회권 10회권 1개월권

연기 횟수 1회 2회 1회

연기 기간 1회당 최대 2주

아마추어 패스권 금액 사용 권한

1개월권 - Lesson Pass ￦385,000 1 Day 1 Class [하루 수업 한 개]

종일권 – All Lesson Pass ￦660,000 1 Day All Class [모든 수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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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취소 : 30일 안에 4회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업 취소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수업으로 보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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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 트레이닝 회원권 규칙 및 규정

01 유소년 수업 내용

농구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길 희망하는 학생부터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퀀텀의 기본적인 수업 기반은 실력향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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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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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 – 회원권 기간 30일로 고정

04 Youth Training Rules & Regulations

유소년 수업 금액 수업 인원 회원권 기간

4회권 ￦160,000 5인 이상 , 주1회 4회 기준 30일 (4주)

유소년 그룹 프로그램 [4회 기준] Basic Price

유소년 2:1 ￦400,000 / Person

유소년 3:1 ￦280,000 / Person

유소년 4:1 ￦200,000 / Person

A. 5인 이상 기준 [유소년 기본]

B. 5인 미만 기준 [그룹 프로그램과 동일]

03 홀딩 및 수업 취소,보강 관련 내용

04 유소년 반 개설 관련 내용

- 새로운 반을 개설할 경우 5인 이상, 주1회 수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그룹 가격표대로 진행합니다. 
- 개인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 수업 중 나이나 실력대가 비슷한 그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담필요]

05 반 등록시 인원 고정 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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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 유소년 적용 체육관 룰 ★★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오픈짐 회원권 Price 회원권 기간 홀딩

1개월권 ￦100,000 1개월 1회 가능 / 회당 최대 2주

3개월권 ￦270,000 3개월 2회 가능 /회당 최대 2주

1회 사용권 ￦15,000 / Session 당일 -

01 오픈짐 멤버십 회원권 규칙
1.예약 이후 사전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5일차감)

멤버십 시작 시간 4시간 이전이 지나면 취소와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예약 부탁드립니다.

2.장비,기계 사용자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사용해야 합니다.
3.훈련 후 정리필수

멤버십 회원권 및 멤버십 사용 회원님들에 대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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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드시 피플박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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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만약 멤버십 앞뒤에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연습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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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멤버십 사용 간 중요 사항 – 예약 및 물품관리 사항

02 멤버십 회원권 종류 및 유효기간,홀딩

05 Open Gym Rules & Regulations

04 수업 취소 예약 변경 – 수업 시작 4시간 이전에만 취소, 변경 가능 [피플박스 시스템]

- 오픈짐의 경우 예약 후 불참할 경우 이용일 5일 차감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마다 동일하게 5일씩 차감합니다.

05 오픈짐 지문 등록 관련

- 오픈짐 신규회원의 경우 퀀텀에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오픈짐 예약 시간외 방문은 안됩니다.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팀 트레이닝 규칙 및 규정

체육관 대관 규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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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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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팀 트레이닝 인원 및 장소와 스케쥴

02 팀 트레이닝 시간 및 가격

기본 트레이닝 시간 1시간, 10인 이상의 인원이며 교육 준비와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차등해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대관의 경우 수업 시간 포함과 수업시간 외 시간으로 나뉩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01 체육관 대관 시간 및 비용

06 Team Training Rules & Regulations

팀 트레이닝 Basic Price Elite Team Pro Team

5인 이상 10인 미만 ￦40,000 / Person ￦50,000 / Person ￦70,000 / Person

10인 이상 팀 ￦30,000 / Person ￦40,000 / Person ￦50,000 / Person

대관 Price

운영 시간
[06:00 ~ 22:00] ￦220,000 / Hour

야간 시간
[22:00 ~ 06:00] ￦55,000 / Hour

Quantum Skills Lab Rule & Regulation

10인 이상의 경우 부가세 별도 계산 입니다.



(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본인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__은,는

퀀텀의 운영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안내 받고 이해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20______, _______, 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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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