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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旅客光顧利用本飯店時，如因心神耗弱、藥物作用致不能辨識自己之行為，難以確保自身安全，足認有造成

其他旅客或飯店從業人員危險或引發恐怖、不安之虞者，應即退出本飯店，終止利用。

(5) 如有其他行為足認類似上列各種情事者，均應即刻退出本飯店，終止利用。

■禁止事項

　  本飯店禁止以下事項。旅客光顧利用本飯店時，務請留意為禱。

　· 可能導致火災之行為

　  尤其嚴禁於床上吸菸、於客房生火取暖或烹調。

　· 進入逃生安全梯等飯店從業人員專用設施

　  發生緊急事態或有不得已情事時除外。遇此情形，請遵從飯店同仁 (staff) 之誘導。

　· 於禁止吸菸客房吸菸。

　  該等客房之陽台亦禁止吸菸。如經發現於該等客房有吸菸情事，應額外負擔 20,000 日圓（未稅）之恢復原

狀費用。

　· 利用溫泉以外設施時穿著過於隨意（睡衣、涼鞋等）

　  飯店大廳、宴會廳、餐廳（含早餐用餐場所）、商店街、便利商店，穿著睡衣或涼鞋者不得進入，還請注意。

　· 外出僅穿客房用拖鞋

　  客房用拖鞋，僅以客房內使用為限。

　· 外出時穿著過於暴露

　  使用游泳池前後，於飯店館內移動時，請著上衣。

　· 允許登錄住宿以外之人進入客房

　  會見來訪訪客，請於飯店大廳或餐廳為之。

　· 任意移動飯店備品，無法自行將之回復原狀者

　· 於客房窗邊或陽台陳列物品，恐有損害飯店安全或外觀之虞者

　  換洗衣物或泳衣請勿懸掛於陽台欄杆。

　· 攜帶動物進入本飯店座落基地範圍內（身體障礙人士補助犬法第 2 條規定之導盲犬、介助犬、導聾犬除外）

　· 攜帶火藥、揮發性油品等助燃或易燃物質，或散發惡臭、味道濃烈之物質進入本飯店座落基地範圍內

　· 攜帶法律禁止持有之物品（槍枝、刀劍、麻醉藥品等）進入本飯店座落基地範圍內

　· 攜帶份量超乎常識之物品進入本飯店座落基地範圍內

　· 外帶或要求外送餐飲至本飯店

　· 未經事前許可，於客房從事營業或集會行為

　· 未經事前許可，改造或增設客房內之設施及佈置

　· 未經事前許可，散發廣告宣傳品、販賣物品或招攬生意

　· 未經事前許可，於飯店館內為營業目的而攝影

　· 賭博、行為有害風紀、或言語動作造成其他住宿旅客或飯店從業人員困擾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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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이용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본 약관은 당 호텔과 투숙객 간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을 규정하는 약관으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관습에 따라 정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손님께서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실 때,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1) 숙박자명
(2) 숙박 일시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별표 1의 숙박 요금을 원칙으로 함)

(4) a. 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
　  b. 숙박 요금 지불자명 및 그 연락처
(5)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경과하여 계속해서 숙박을 신청할 경우, 당 호텔은 숙박일 연장을 

신청한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으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 요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 요금은 우선적으로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조의 신청 요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단 , 신청 요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내용을 사전에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요금 지불이 불필요한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 요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 요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써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1.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본 약관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체
(이하 ‘폭력단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폭력단체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체 관계자 및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인 경우.

(다)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나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 환자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7) 천재지변,·시설의 고장 등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는 경우.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객실 타입과 관계없이 아래 표에 기제되어 있는 추가 요금 (서비스 요금 포함,·부가세 별도)이 부과 됩니다. 

15:00이후 이용 시, 1박 숙박 요금이 청구되며 이 요금은 해당일에 호텔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게시하고 있는 

판매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용 규칙의 엄수

제10조
1.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관내에 제시한 이용규칙 및 본 숙박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 시간

제11조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운영 시간은 각 

장소에 게시되어 있거나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2) 외화 환전 서비스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 여러분께 

고지하여 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법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도착 시 디포짓(착수금) 또는 신용카드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3. 제1항의 숙박 요금 등의 최종 정산은 현금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이나·신용카드 등 현금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경우, 프런트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4.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이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아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5.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및 음식 요금 등의 합계가 ￥ 50,000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통지한 입금 

안내에 따라 입금해야 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이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불이행함에 있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 배상책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제14조
1. 투숙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요구하고, 만일 당 호텔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 호텔은 ￥50,000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규정시간을 1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2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3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4시간 초과

15:00이후

￥3,000
￥5,000
￥7,000
￥9,000

해당일의 1박 숙박 요금

(8)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만취 등의 상태로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5조 규정에 의거함).

(9)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명으로 숙박하려고 했을 경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투숙객의 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 요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  그 지불 기일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를 제외함), 당 호텔은 별표2에 제시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고지 없이 숙박 당일 오후9시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숙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체, 폭력단원, 폭력단체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체 관계자 및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인 경우.

 　(다)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나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 환자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시설의 고장 등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만취 등의 상태로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5조의 규정에 의거함).

(7)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명으로 숙박하려고 했을 경우.

(8) 투숙객이 호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숙객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9) 침대에서의 흡연,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훼손,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내용에 한함)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이용 규약에서 정한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 등)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패스포트)를 복사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에 대하여 숙박권이나·신용카드 등 현금 통화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2시부터 출발일 오전11시까지입니다.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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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객실 타입과 관계없이 아래 표에 기제되어 있는 추가 요금 (서비스 요금 포함,·부가세 별도)이 부과 됩니다. 

15:00이후 이용 시, 1박 숙박 요금이 청구되며 이 요금은 해당일에 호텔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게시하고 있는 

판매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용 규칙의 엄수

제10조
1.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관내에 제시한 이용규칙 및 본 숙박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 시간

제11조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운영 시간은 각 

장소에 게시되어 있거나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2) 외화 환전 서비스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 여러분께 

고지하여 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법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도착 시 디포짓(착수금) 또는 신용카드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3. 제1항의 숙박 요금 등의 최종 정산은 현금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이나·신용카드 등 현금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경우, 프런트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4.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이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아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5.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및 음식 요금 등의 합계가 ￥ 50,000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통지한 입금 

안내에 따라 입금해야 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이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불이행함에 있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 배상책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제14조
1. 투숙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요구하고, 만일 당 호텔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 호텔은 ￥50,000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규정시간을 1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2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3시간 초과
규정시간을 4시간 초과

15:00이후

￥3,000
￥5,000
￥7,000
￥9,000

해당일의 1박 숙박 요금

(8)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만취 등의 상태로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5조 규정에 의거함).

(9)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명으로 숙박하려고 했을 경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투숙객의 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 요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  그 지불 기일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를 제외함), 당 호텔은 별표2에 제시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고지 없이 숙박 당일 오후9시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숙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체, 폭력단원, 폭력단체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체 관계자 및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인 경우.

 　(다)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3)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나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 환자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시설의 고장 등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만취 등의 상태로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 및 호텔 직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5조의 규정에 의거함).

(7)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명으로 숙박하려고 했을 경우.

(8) 투숙객이 호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숙객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9) 침대에서의 흡연,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훼손,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내용에 한함)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이용 규약에서 정한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 등)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패스포트)를 복사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에 대하여 숙박권이나·신용카드 등 현금 통화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투숙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2시부터 출발일 오전11시까지입니다.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규칙
손님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숙박 및 시설이용을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제 중에는 본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에 위반될 경우 
숙박 약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을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또 향후 
저희 호텔 시설 이용을 거절하며 동시에 저희 호텔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님께서 전액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및 관내 시설 이용에 대하여
(1) 대피경로는 객실 입구 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객실 입실 후 반드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와 

대피경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용 전등은 객실 테이블 안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저희 호텔의 객실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객실 카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객실 사용 중 및 취침 시에는 반드시 내부에서 문을 잠그시고 또, 보조 잠금 장치 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태풍 접근 시에 대비하여 창 및 발코니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객실 출입을 거절하실 경우는 ‘Do not Disturb(방해하지 마세요)’카드를 
문 밖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객실 청소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리상 3일에 1번 쓰레기 회수 목적으로만 입실하겠습니다.)

(4) 누군가 찾아왔을 경우 보조 잠금 장치를 건 채로 문을 여시거나, 도어 스코프로 신원을 확인하신 후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한 사람의 내방에 대하여는 쉽게 문을 열지 마시고 곧바로 
프런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내 외의 제반 설비 및 비품을 더럽히거나, 파손, 분실, 혹은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손님 앞으로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6) 보호자 동반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호텔 내의 레스토랑 및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실 경우는 카드 키 또는 숙박 카드 등 객실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8) 카드 키는 체크아웃 시에 모든 손님의 카드 키를 반환하여 주십시오. 더럽혀 지거나 분실, 파손, 혹은 

휴대하신 채 체크아웃 하실 경우 개당 2,000엔(소비세 별도)을 손님 앞으로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 지불 등에 대하여
(1) 도착 시에 지불해주신 요금 또는 신용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2) 숙박 일수를 연장하실 경우는 우선 예약하신 일수의 숙박 요금을 지불하신 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금정산은 출발 시 프런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외로 숙박 중에 요금정산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4) 여행자 수표(트레블러스 체크) 및 수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 및 여행용 쿠폰, 각종 우대권 등의 환금은 할 수 없습니다.
(6) 손님의 지불해야 할 요금을 호텔에서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7) 수취인 착불 및 대금 상환 방식으로 배송되는 짐은 받지 않습니다.
(8) 객실 내의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9) 규정된 서비스 요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팁 등은 받지 않습니다.

■ 귀중품의 관리·보관에 대하여
(1) 체제 중 현금 및 그 외의 귀중품의 보관에 대하여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귀중품 보관함(무료)을 

이용하십시오. 그 외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호텔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술품, 골동품 등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텔 내에서의 유실물 처리는 숙박약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호텔에서 보관하며 그 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3) 프런트 및 클로크에서의 물품 보관은 최대7일간입니다. 7일 경과 이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는 인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단, 신선식품, 음식물에 대하여는 3일간을 보관 
기한으로 하겠습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안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분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사전에 투숙객으로부터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의 명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00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의 보관

제16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 당 호텔이 승낙했을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체크아웃 이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 중 당 호텔에 두고 가신 물건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기다립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또는 소유자가 판명 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보관한 후 처분합니다. 단, 신선식품 및 

음식물은 보관 기간을 3일로 제한합니다.

3. 전 2항에서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서는 제1항의 

규정,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장소를 대여할 

뿐이며, 차량 관리의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 상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 호텔이 배상합니다.  

숙박의 책임

제18조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1) 숙박 요금(객실 요금)

　(2) 서비스 요금((1)×규정 요율)

　추가 요금
　(3) 음료 및 식사 요금 또는 추가 음식 요금(조식 포함) 및 그 외의 이용 요금의 합계
　(4) 서비스 요금((3)×규정 요율)

　세금

　가: 부가세

　나: 목욕세
비고1 숙박 요금은 시즌 및 수요 변동에 따른 요금입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취소 통지를
받은 날예약신청

객실 수

일부취소
１０실 까지
１１실 이상
１０실 까지
１１실 이상

100%
100%
100%
100%

80%
80%
80%
100%

20%
30%
50%
80%

10%
20%
20%
70%

－
10%
10%
50%

－
－

30%

－
－
－

20%

－
－
－

10%
전면취소

90
일
전

60
일
전

30
일
전

14
일
전

７
일
전

전
　
일

당
　
일

무
　
박

1. 퍼센티지는 계약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날짜를 단축한 경우, 그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정한 특정일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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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칙
손님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숙박 및 시설이용을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제 중에는 본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에 위반될 경우 
숙박 약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을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또 향후 
저희 호텔 시설 이용을 거절하며 동시에 저희 호텔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님께서 전액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및 관내 시설 이용에 대하여
(1) 대피경로는 객실 입구 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객실 입실 후 반드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와 

대피경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용 전등은 객실 테이블 안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저희 호텔의 객실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객실 카드 키를 반드시 지참하여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객실 사용 중 및 취침 시에는 반드시 내부에서 문을 잠그시고 또, 보조 잠금 장치 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태풍 접근 시에 대비하여 창 및 발코니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객실 출입을 거절하실 경우는 ‘Do not Disturb(방해하지 마세요)’카드를 
문 밖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객실 청소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리상 3일에 1번 쓰레기 회수 목적으로만 입실하겠습니다.)

(4) 누군가 찾아왔을 경우 보조 잠금 장치를 건 채로 문을 여시거나, 도어 스코프로 신원을 확인하신 후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한 사람의 내방에 대하여는 쉽게 문을 열지 마시고 곧바로 
프런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내 외의 제반 설비 및 비품을 더럽히거나, 파손, 분실, 혹은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손님 앞으로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6) 보호자 동반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호텔 내의 레스토랑 및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실 경우는 카드 키 또는 숙박 카드 등 객실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8) 카드 키는 체크아웃 시에 모든 손님의 카드 키를 반환하여 주십시오. 더럽혀 지거나 분실, 파손, 혹은 

휴대하신 채 체크아웃 하실 경우 개당 2,000엔(소비세 별도)을 손님 앞으로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 지불 등에 대하여
(1) 도착 시에 지불해주신 요금 또는 신용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2) 숙박 일수를 연장하실 경우는 우선 예약하신 일수의 숙박 요금을 지불하신 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금정산은 출발 시 프런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외로 숙박 중에 요금정산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4) 여행자 수표(트레블러스 체크) 및 수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 및 여행용 쿠폰, 각종 우대권 등의 환금은 할 수 없습니다.
(6) 손님의 지불해야 할 요금을 호텔에서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7) 수취인 착불 및 대금 상환 방식으로 배송되는 짐은 받지 않습니다.
(8) 객실 내의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9) 규정된 서비스 요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팁 등은 받지 않습니다.

■ 귀중품의 관리·보관에 대하여
(1) 체제 중 현금 및 그 외의 귀중품의 보관에 대하여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귀중품 보관함(무료)을 

이용하십시오. 그 외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호텔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술품, 골동품 등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텔 내에서의 유실물 처리는 숙박약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호텔에서 보관하며 그 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3) 프런트 및 클로크에서의 물품 보관은 최대7일간입니다. 7일 경과 이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는 인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단, 신선식품, 음식물에 대하여는 3일간을 보관 
기한으로 하겠습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안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분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사전에 투숙객으로부터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의 명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00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의 보관

제16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도착 전 당 호텔이 승낙했을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체크아웃 이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 중 당 호텔에 두고 가신 물건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기다립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또는 소유자가 판명 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보관한 후 처분합니다. 단, 신선식품 및 

음식물은 보관 기간을 3일로 제한합니다.

3. 전 2항에서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서는 제1항의 

규정,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 기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주차장소를 대여할 

뿐이며, 차량 관리의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 상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 호텔이 배상합니다.  

숙박의 책임

제18조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1) 숙박 요금(객실 요금)

　(2) 서비스 요금((1)×규정 요율)

　추가 요금
　(3) 음료 및 식사 요금 또는 추가 음식 요금(조식 포함) 및 그 외의 이용 요금의 합계
　(4) 서비스 요금((3)×규정 요율)

　세금

　가: 부가세

　나: 목욕세
비고1 숙박 요금은 시즌 및 수요 변동에 따른 요금입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취소 통지를
받은 날예약신청

객실 수

일부취소
１０실 까지
１１실 이상
１０실 까지
１１실 이상

100%
100%
100%
100%

80%
80%
80%
100%

20%
30%
50%
80%

10%
20%
20%
70%

－
10%
10%
50%

－
－

30%

－
－
－

20%

－
－
－

10%
전면취소

90
일
전

60
일
전

30
일
전

14
일
전

７
일
전

전
　
일

당
　
일

무
　
박

1. 퍼센티지는 계약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날짜를 단축한 경우, 그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정한 특정일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로비, 객실 복도, 레스토랑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단시간이어도 소지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폭력단, 폭력단원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손님에 관하여
(1) ‘폭력단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3월1일 시행)에 의거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은 저희 호텔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2) 반사회적 단체 및 반사회적 단체원(폭력단, 과격 행동 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은 저희 호텔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3)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저희 호텔의 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또,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손님에 대하여도 저희 호텔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손님께서 심신 모약, 약품 등으로 인한 자기 상실 등 본인의 안전 확보를 하실 
수 없는 손님 및 호텔 직원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는 즉시 
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5) 그 외, 상기 각 사항과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 금지 사항
　　저희 호텔에서는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이용하실 때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침대에서의 흡연, 객실 내에 있어서의 난방 및 취사용 등의 화기 이용은 금지합니다.
　・ 비상 계단 등 호텔 직원 전용 시설에 들어가시는 행위

단, 긴급사태 혹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호텔 직원의 유도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시오.

　・ 금연 객실에서의 흡연
금연 객실은 발코니 부분도 포함하여 금연입니다. 만일 흡연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객실의 
원상복귀 비용으로서 20,000엔 (소비세 별도)을 받겠습니다.

　・ 실내복·샌들 착용으로 온천 이외의 시설 이용
로비, 연회장, 아침 식사 장소를 포함한 레스토랑, 쇼핑 구역, 편의점에서는 실내복·샌들을 착용한 
상태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여 주십시오.

　・ 객실용 슬리퍼를 사용하여 외출
슬리퍼는 객실 내에서만 이용하십시오. 외출 시에는 비치되어 있는 호텔 로고가 삽입된 샌들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의 외출
　　풀장을 이용하기 위해 관내를 이동하는 경우도 윗도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숙박 등록자 이외의 객실 구역 출입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 또는 레스토랑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손님 본인이 원상복귀 할 수 없는 비품의 이동
　・ 호텔의 안전이나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창가나 발코니에 진열하는 행위
　　세탁하신 의류·수영복 등을 발코니 난간에서 말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제2조에 의거하여 맹도견, 개조견 및 청도견을 제외한 동물의 호텔 부지 내 반입.
　・ 화약, 휘발유 등의 발화물, 인화성 물질, 악취 및 강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의 호텔 부지 내 반입
　・ 법률에 의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총, 도검, 마약 등)의 호텔 부지 내 반입
　・ 상식을 벗어나는 양의 물품의 호텔 부지 내 반입
　・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외부에 발주하는 행위
　・ 사전에 허가 없이 객실에서 영업 행위 또는 집회 행위를 실시하는 것
　・ 사전에 허가 없이 객실 내에 조작물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것
　・ 사전에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 배포, 물품 판매, 권유 등을 하는 것
　・ 사전에 허가 없이 관내에서 영업 목적의 촬영을 하는 것
　・ 도박이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 및 호텔 직원에게 폐가 되는 언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