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얼 & 폴 수강료
※ 모든 수강제는 멤버쉽제 임으로 할인가입니다.
※ 카드, 현금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멤버
정가
멤버쉽 혜택

1회

45,000원

-1년간 멤버쉽할인 요금제 적용
- 월별 할인 및 이벤트 혜택

멤버쉽
1년 연회비
체험제 대상

30,000원
- 본인에게 적성이 맞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분
- 단기 여행객

체험제
1회
쿠폰제 대상

해당 종목
30,000원

폴, 에어리얼

유효기간

1 class
3 classes
5 classes
10 classes
20 classes

35,000원
100,000원
160,000원
320,000원
500,000원

1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 고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
-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

월 수강제
주
주
주
월
월

2주

- 일정이 불규칙한 분
- 한국여행 중 단기간 머무르시는 분
- 내가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을 매주 바꾸고 싶을경우

쿠폰제

월 수강제 대상

유효기간

입문반 (1개월차 )

기초-고급 (2개월차이상)

140,000원
160,000원
240,000원
300,000원
500,000원

140,000원
220,000원
300,000원
450,000원
500,000원

1회
2회
3회
무제한 (1종목)
무제한 (모든장르)

패키지

3개월등록시 + 1개월 무료 (신규회원만)
프라이빗제 대상

- 개인레슨을 희망하는 분
- 퍼포먼스나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

개인레슨/그룹레슨
개인레슨
그룹레슨

3개월등록시 -10% (기존회원만)

인원
150,000원
40,000원

1인
1인당

3클래스
-5%
-5%

Aerial & Pole Class Fee
※ We cannot offer refunds on membership classes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For Non-Membership
Price

45,000won

once

Benefit of Membership

- Applied membership discounted tuition fee for 1 year
- Opportunity of monthly event and discount

For Membership
Annual membership fee
Trial class

30,000won

- People interested in pole class or aerial class

Trial class
once
Coupon class fee

30,000won

Course

Validity

Pole, Aerial

2weeks

- for those who has an irregular schedule.
- for short-term traveler
- for those who wants the class schedule to be flexible.

coupon class

Validity

1 class
3 classes
5 classes
10 classes
20 classes

35,000won
100,000won
160,000won
320,000won
500,000won

1month
1month
1month
2month
2month

monthly class fee - for those who can take the classes with fixed schedule.
- for those who wants to learn step by step with reasonable price
monthly class fee

Level 1 ( 1month )

Level 2 ~

140,000won
160,000won
240,000won
300,000won
500,000won

140,000won
220,000won
300,000won
450,000won
500,000won

once a week
twice a week
3times a week
unlimited class (1 genre)
unlimited class (all class)
package

3months + 1months free(New members only)
Private class fee

3months -10% (Existing members only)

- for those who needs private class
- for those who wants to practice for any performance or competition

Private lesson (Personal/Group)

Details

Personal Lesson
Group Lesson

1 person
1 people

150,000won
40,000won

3 classes after Package
-5%
-5%

JK댄스 수강료
케이팝, 줌바, 어반, 발레, 스트릿 댄스 등
※ 모든 수강제는 멤버쉽제 임으로 할인가입니다.
※ 카드, 현금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체험권

1회

35,000원

※ 유효기간 2주

월 수강제

1개월

주1회
주2회

3개월이상 + 1개월무료

무제한

150,000원
180,000원

500,000원 (모든장르)

Dance Class Fee
Kpop, Zumba, Urban, Ballet, Street dance
※ so the price is discounted one.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Trial class

1time

35,000won

※ Valid for 2 weeks

monthly fee

1month

once a week
twice a week

3month+1 free month

unlimited class

150,000won
180,000won

500,000won (all class)

오픈폴
※ 모든 수강제는 멤버쉽제 임으로 할인가입니다.
※ 카드, 현금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멤버

1회

시간당

25,000원

10회 이상 구매시 시간당 20,000원

멤버

1회

시간당

20,000원

10회 이상 구매시 시간당 15,000원

Open Pole
※ We cannot offer refunds on membership classes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Non-membership once per hour 25,000won

20,000 won per hour for purchases over 10 times

Membership

15,000 won per hour for purchases over 10 times

once per hour 20,000won

해외여행객 패키지
※ 모든 수강제는 멤버쉽제 임으로 할인가입니다.
※ 카드, 현금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격조건

- 해외여행객이나 한국에 짧게 머무는동안 이용할수있는 패키지
(최대 한달까지 가능)

혜택

- 무제한 수업 (지점별 교차수강 가능)
- 모든지점 무제한으로 이용가능

정가

40,000원

1회

1종목

250,000원

유효기간 7일

400,000원

유효기간 30일

Traveler's Package
※ We cannot offer refunds on membership classes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Qualification

- Package for short-term travelers visiting Korea�
(Valid for one month)

Benefits

- Access to all 3 branches
- Unlimited classes

Price

40,000won

Class

1 Genre

250,000won

7 Days of Unlimited Classes

400,000won

30days�of Unliminted Classes

※ 모든 수강료는 부가세별도입니다 (현금, 카드동일)
전 종목
자격조건

- 누구나

혜택

- 무제한 수업 (지점별 교차수강 가능)
- 연 입회비면제 (연 3만원 )
- 오픈폴 20회 (30만원 상당 ) 제공
- JK연말 공연 티켓 무료2장 제공 ( 약 5만원 상당)
- 이벤트 티켓 (방송 공연 행사등의) 선착순 제공
- 무료 락커서비스

1종목

6개월권 + 1개월 무료

2,500,000원

1년권 + 3개월 무료

3,800,000원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All Genre
Qualification

- Anyone

Benefits

- Unlimited class (In all of JK studio)
- Free membership fee (30,000won for 1year )
- 20 coupons for open pole, (A value of 300,000won )
- 2 free tickets for JK yearend show (A value of 50,000won)
- Event ticket for TV or performance show ( first come, first serve)
- Free locker service.

1 Genre

6 month + 1 free month

2,500,000won

1 year + 3 free month

3,800,000won

※ 모든 수강료는 부가세별도입니다 (현금, 카드동일)
전 종목
자격조건

- 누구나

혜택

- 무제한 수업 (지점별 교차수강 가능)
- 연 입회비면제 (연 3만원 )
- 오픈폴 20회 (30만원 상당 ) 제공
- JK연말 공연 티켓 무료2장 제공 ( 약 5만원 상당)
- 이벤트 티켓 (방송 공연 행사등의) 선착순 제공
- 무료 락커서비스

1종목

6개월권 + 1개월 무료

2,500,000원

1년권 + 3개월 무료

3,800,000원

※ Tax is to be added to the price whether you pay in cash or by credit card.
All Genre
Qualification

- Anyone

Benefits

- Unlimited class (In all of JK studio)
- Free membership fee (30,000won for 1year )
- 20 coupons for open pole, (A value of 300,000won )
- 2 free tickets for JK yearend show (A value of 50,000won)
- Event ticket for TV or performance show ( first come, first serve)
- Free locker service.

1 Genre

6 month + 1 free month

2,500,000won

1 year + 3 free month

3,800,000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