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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칙

·입관시에 「잘 부탁합니다」, 퇴관할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에 관한 사항
· 18 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에 큰 부상을 입거나 지병 등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 해주십시오.
· 다른 체육관과 다른 짐과의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때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주십시오.
(덧붙여 스포츠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분은 회원 가입을 추천합니다. 1,500 엔이고,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입금 해 주신 입회비, 월 회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할 수 없습니다.
휴회에 관한 사항
· 휴회를 희망하는 경우
1 · 회원 카드 반납
2 · 미납 분 월사 지불을 실시한 휴회 희망 월
3 · 필요 사항을 기입 한 소정 양식을 직접 창구에 제출하십시오.
(위의 세 가지 완료된 시점에서 휴회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당월 중에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월말 이후에서
휴회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전화, 메일 휴회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휴회 기간은 최대 6 개월입니다. 이후 연락이 없는 경우 자동 탈퇴가 됩니다.
· 휴회시 휴회 수수료로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1 개월 분의 월사를 인출하겠습니다.· 휴회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부상 등 포함) 연습에 참가하지 않아도 월 회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휴회시 일당 제도는 없습니다. 휴회 희망 월의 말일을 갖고 정식 휴회가 됩니다.
탈퇴에 관한 사항
·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1 · 회원 카드 반납
2 · 미납 분 월사 지불을 실시한 탈퇴 희망 월 (희망 월의 말일 탈퇴가 됩니다)의 전월 중에
3 · 필요 사항을 기입 한 소정 양식을 직접 창구에 제출하십시오.
(위의 세 가지 완료된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어떤 하나라도 결여 된 경우에는 탈퇴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 중에 완료되면 다음날 월말 이후에서 탈퇴가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전화, 메일 탈퇴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원래의 회원 번호에 복귀 할 수 있지만, 입회금은 다시 필요합니다.
(단 재가입시에는 캠페인 중에도 보통 입회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탈퇴가 완료 될 때까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연습에 참가하지 않아도 월 회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절차 완료 확인을 하십시오.
(만일 탈퇴 후에도 월 회비가 열린 경우에는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시 일당 제도는 없습니다, 탈퇴 희망 월의 말일을 갖고 정식 탈퇴가 됩니다.
클래스 참가 및 연습에 관한 사항
· 입장시 노트에 이름과 회원 번호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 입관시 (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등) · 탈퇴시 ( "감사합니다" "먼저 실례합니다"등)은

인사하십시오.

클래스는 도중 참가, 도중 퇴출이 자유입니다. 그 때는 강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연습 중에 수분 보급, 휴식 시간은 자유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 스파링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말을 걸거나 적극적으로 사이에 들어가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 연습과 스파링 등 대인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작할 때 "부탁합니다", 종료시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해 주십시오. 또한 스파링 앞뒤에 동시에 악수를 나누십시오.
클래스 시간외에 자주 연습을 할 때 초보자 만의 스파링은 금지합니다.
· 의도적 손상은 자기 책임입니다.
체육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샤워 사용은 자유입니다. 샤워를 사용하신 후에는 샤워 노즐을 아래로 향하게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환풍기의
스위치가 ON 상태로 괜찮습니다).
· 미트, 스톱워치, 손톱깎이, 콜드 플레이 등 체육관 도구를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반환하십시오.
· 체육관 안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 협력 부탁합니다. 각자의 소지품은 매일 가져가십시오. (두고 가신 물건이
분실해도 체육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쓰레기는 각자 가지고 돌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운동 후에는 전원이 청소를합니다.
기타 사항
· 귀중품 등은 각자 책임을 지고 보관하십시오. 체육관에서의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스는 없습니다. 일률 월사제입니다. 예외는 어린이 클래스와 요가클래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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ＫＩＣＫ！ 입회 신청서

입회 일（入会日）:

년

월

일
PHOTO

성명(名前) :

H3cm× W2.5cm

성별（性別）: 남자（男）・여자（女）
－

주소（住所）：〒

긴급 연락처(緊急連絡先) :

전화 번호(電話番号):
직업（職業）：
생년월일（生年月日）:

년

월

일

혈액형（出身地）:

격투기 경험력（格闘技経験歴）:
격투기의 단수（格闘技の段位）:
격투기의 전력（格闘技の戦歴）:
HIDE 'S KICK 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何で知りましたか? ）:

회원 계약
제 1 조
본 계약은 본 체육관 회원 (이하 갑이라한다)과 HIDE 'S KICK (이하 乙(을)이라한다) 사이에 체결 된 계약이다.
제 2 조
갑은을의 회칙을 遜 守해야 한다.
제 3 조
갑은 을에 입회함에 있어 다음의 입회비를 지불한다. 입회금 일률 12600 엔.
제 4 조
갑은 을에 매월 정해진 회비를 지불한다. 성인 (고등학생 이상) 12600 원.
제 5 조
갑이 다음 행위를 했을 때, 乙의 기관에서 탈퇴된다.
(1) 갑이 을의 회칙을 遜 守하지 않으면
(2) 갑이 을의 명예를 크게 손상 한 경우
(3) 갑이 기관답지 않다고 乙이 판단한 경우
제 6 조
갑이 을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을이 정하는 탈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하고 을이 탈퇴를 인정할 때까지 갑은 을에게 매월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갑은 을의 소유하는 기물에 대해 고의로 손상을 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주었을 경우, 갑은 을의 청구하는 손해
배상을 받아들인다.
제 8 조
乙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행사나 운동 경기에서 일어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 갑은 을대해 보증을 청구하지 않는다.

乙

갑
본인 서명
U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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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 세 미만의 갑 보호자 승인.
위 사람의 乙에 입회를 인정합니다.

보호자 서명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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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5323-3934
도쿄도 신주쿠 구 니시 신주쿠 6-20-11
梅月 빌딩 2F

도장
U

히데 미요시(ヒデ三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