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규정 (2021)
일반 규정
회원 및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 도장 장비 사용시 사범의 허락을 사전에 득해야 함. 수업 전후 및
수업 시간에 사범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범 지시에 불이행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사유가
단순한 반항이면 그 수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수업 종료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함.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범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임의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음. 훈련 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는 금지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및
사범의 사전 허가 없이는 도장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 되어 있음. 급하게 화장실 용무가
있을때에도 사범의 허락을 득하도록 함. 수업이 시작되면 사전 동의 및 허가 없이 마음대로
귀가하거나 이탈 할 수 없음. 회원 및 학생들은 주변 환경이나 타 학생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함.
타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본교 관리자나 사범은 그 학생을
퇴교시킬 권리가 있음. 고의적인 기물 파괴시 모든 배상 책임은 그 학생이나 학부형에게 있음.
학생간 및 학생과 사범간에 따돌림은 어떤 경우이든 용납이 안되며, 따돌림 관련 2 회 이상 규정
위반시 바로 퇴교 조치 될 수 있음.

복장 및 개인 위생관련 규정
회원 및 학생들은 본 교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함. 본 교의 복장 규정은 본교 도복임. 도복
지참이 불가할시 반드시 사범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범이 승인시 다른 복장을 착용 할 수
있음. 신규 가입한 회원 및 초보자는 본교 도복을 구입하기 전까지 간편한 체육복을 입을 수
있음. 사범의 허가 없이 타 무술 도복 착용은 금지 됨.
도장에서 개인 위생은 아주 중요함.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과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수업 및 훈련 전에 반드시 개인 위생을 점검 할 것. 손톱, 발톱을 정리하여 훈련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샤워 및 목욕으로 몸 냄새를 없애므로써 함께 훈련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
수업 및 훈련 중에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지 등의 장신구 착용을 금함. 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장신구는 테이프로 가릴수 있도록 하고 타 학생과 훈련시 긁히거나 상해를 입고 입히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의료 및 종교 목적의 장신구는 위험요소가 없을 시 착용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사범의 동의를 얻어서 착용하도록 함. 안전고려 사항이 종교 목적보다
더 우선하므로 안전 고려 사항때문에 사범이 장신구 착용을 허가 하지 않을 때는 착용할 수
없으며 이에 수긍 할 수 없으면 수업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사범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 사항을 식별/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는 수업 및 훈련에서 배제 될 수 있음. 정당한 보건 및 안전 고려 사항이
어떤 개인의 종교 사유 보다 우선함.
정당한 안전 규정 불이행시 일어나는 사고따라 보험 부보가 취소 될 수 있음.

휴무, 세미나, 정기 심사일 등 본교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 www.skma.co.uk 혹은
Worcester Park 도장의 개시판을 참고하기 바람.

회비
주 수련 횟수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은 무술 훈련 및 활동에 대한 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득해야 함. 본교는 모든 회원의 일반 배상책임 보험 (public liability) 및 개인
상해 보험 (personal accident insurance)을 들고 있으며 연 보험료는 ￡30.00 이고, 매년
갱신해야 함.
회비 지불 방법 (자동이체 Direct Debit 직불)
모든 회원의 회비 지불 방법으로 자동이체 Direct Debit 직불 방법을 건의 드림. 현금, 수표 및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지불도 가능하나, 매월 ￡5.00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7일이상 월 회비 지
불이 지연될시 ￡10.00의 벌금이 발생함.
1년 회비 일시불 지불에 대한 특별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 바람.
휴가 및 수업 미참석
2주 이상 휴가 및 수업 미참석시 미리 전자 메일이나 편지로 통보를 해주시면 그 기간 회비는 다
음 달 회비에 Credit 반영됨. 사전 통보 없이 결석한 수업에 대한 회비는 환불 및 credit 반영 되
지 않음. 여름 휴가, 성탄절 및 연말 연휴 기간에 본교는 1주일 정도 휴관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회비는 환불 하지 않음.
미참석한 수업에 대한 보충
본교 측 및 사범 사정에 의해 취소된 수업을 제외하고는 미 참석한 수업에 대한 보충을 제공하지
않음. 단, 방학기간에 빠지는 수업은 사범과의 사전 동의 하에 방학기간 중에 보충이 가능함.

2021년 회비 (파운드)
어린이/청소년

성인

30.00

30.00

주 1회

40.00

40.00

주 2회

60.00

60.00

주 3회

80.00

80.00

검무예 (일반 검도 회원)

40.00

45.00

검무예 (합기도 회원)

30.00

35.00

연 보험 및 라이센스 비

월 회비

가족 및 형제 할인
두번째 가족 맴버부터 월 회비 ￡5.00 할인됨.
연 보험료는 가족 1 – 2명: ￡30.00, 가족 3명 이상: ￡50.00

탈퇴 규정.
본교 탈퇴시 최소 1개월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함. 1개월 미만의 통보는 추가 1개월의 회
비 지불의 의무를 야기할 수 있음. 통보 없이 무단 결석 시 회비가 지속적으로 청구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