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 Aquatics Club
2019-20
MAC swimming

1.Volunteer 포인트제(4 times per year )
(둘째가 있는경우 add 2 times)
2.Official Volunteer( 7times)
3.Hoildays practice 및 클리닠
4. 롱텀 등록 매달 1일 기준 수업 시간 변경
가능
• 5.등록 기간 (9월-5월 또는 9월-8월)
• 여름학기 별도 등록
•
•
•
•
•

• Premium Membership Requirement
Committed 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는 선수들에 한에 코치의 approval 후에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1. $90 (subject to change) – USA Swimming Registration fee, PVS
선수 등록.
2. 9 and Under 주 2 회 이상, 10 and Up 주 3회 이상 등록이
필수로 하고, 등록 (첫 수업 시작전 등록비 지불 완료) 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 참가하는 시합에
참가할수 없습니다.
3. Mini / Prep / Swim Team group 을대상으로 기존 시합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은 참가할수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4. $100 (check or cash ONLY) – Volunteer hours commitment
deposit. 의무적인 시간이 충족되는 즉시 바로 돌려드립니다.
시합의 참가유무와 상관없이 각 발란티어 아워를 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체워야 하며, 체우지 못할경우 volunteer deposit
($100 per swimmer) 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등록시
‘Volunteer hour Buyout option’ 을 선택하시면 비용 ($150 per
swimmer) 을 지불하신후에 발란티어 의무를waive 하실수
있습니다.
5. 반드시 코치의 approval 을 받아야만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

FLEX Membership
1. $20 (subject to change)
2. Learn to Swim, maintenance swim 을 대상으로 하며, 시합은 일년에 2번까지
참가하실수 있습니다.
3. 조건이 충족될경우 언제든지 프리미엄 맴버쉽으로 upgrade 하실수
있습니다.
Meet Entry Fee Payment
추후 발생하는 시합참가비는 online payment ONLY 로 변경합니다. Active
system 을 통해서 이매일로 발송된후 (due no later than 5 business days upon
receipt) 각자 어카운트에서 패이하시면 됩니다. 시합 참가비 미납시에는 추후
시합에 참가하실수 없습니다.
모든 시합참가비는 시합 참가리스트와 함께 본 클럽에서 먼저 지불되고
호스트 하는 팀에서 시합을 캔슬하지 않는이상은 시합 참가비는 리펀드 되지
않습니다. 시합 신청을 하시고 시합신청이 모두 마감된 후에 취소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참가를 못하셔도 시합 비용은 리펀드 되지 않습니다.
**시합 참가비는 레슨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018-19 MAC Tuition
7* a week

11 mon( Unlimited)

5* a week

11Mon

9 Mon
4* a week

11 Mon
9 Mon

3* a week

11Mon
9 Mon

$3600
$3350
$2850
$3050
$2600
$2650
$2250

2019-20 Practice Schedules
No Make up allowed
Swim Team
Mon

Tu

Dryland
Training
3:50-4:50pm

MP 56:30pm

MP 56:45pm

Wed

Th

Dryland
Training
3:50-4:50pm

Dryland
Training
3:50-4:50pm

MP 5-6:30pm MP 56:45pm

MP 6:458:30pm

Mini/Prep
Team
MP 6:408:10pm

MP 56:45pm

MP 6:458:30pm

MP 6:408:10pm

MP 56:45pm

Fri

Sat

Sun

DSR 6:308pm

DSR 4:306pm

DSR 67:45pm

MP 23:30pm
MP3:305pm
DSR 3-

DSR 46pm

OM89:30pm
MP 5:307pm
DSR56:30pm
OM 6:30-

Scholarships /Discount rate
• Sibling Discount 10%(second child)
• Early Bird Discount 5%(May 30)
• Official Discount 10% (7 times requirements)
Athletes who have registered for PVS
membership for four more consecutive years
will get $100 discount

• outstanding Athlete discount
• *14age under:(Junior Olympic $50,July AG
Champs $50,IMX$50 ,Zone,NCSA,JR.Champs
$100 :MAX $200 Per 1yr) 15 & over JR Champs
$50,Senior Champs$100,Zone,NCSA
,Sectional,Future,$100:MAX $200 Per 1yr)
above Champs medal수여자
$50( 종목별,MAX $200 Per 1yr) IMX
상패,메달 1~8까지,A-Final

Registration Fee $110
• USA swimming fee $90 (mandatory)
• T-shrit $20 (mandatory)
• Team - 2patch $10( for 1Bag, 1 parka)
Car magnet $5
• Magnetic and Team patch optional if you
already have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