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약관 

체크인 시간  16:00~23:00     /     체크아웃 시간  11:00 

예약에 관하여 
◆예약메일을 수신 후 24시간이내에 예약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만일 24시간을 경과해도 답장이 없는 경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 혹은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메세지를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수신 
메일 설정, 스팸 메일 폴더로 자동이동 설정 등도 주의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따라서는 온라인의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예약은 가능하지만, 본 사이트에서의 예약이 최저가 입니다. 

요금 지불에 대해 
◆체크인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로 지불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는 VISA, AMEX, Master card가 이용가능 합니다. 지불 방법은 일시불에 한하여 가능하고, 분 할 결
제는 불가능합니다.  
숙박비에는 소비세, 시트 요금,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에 관하여 
◆체크인은 16시부터 23시까지, 체크아웃은 11시까지입니다. *그 외 시간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부탁드
립니다. 

◆프런트 오픈시간은 8시~11시, 16시~23시이고, 라운지는 23시에 소등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스태프는 관리인
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후는 통금은 없습니다. 프런트의 영업시간 외에는, 비밀번호식의 키로 출입 부탁드립니 다. 
◆베드 메이킹은 셀프서비스입니다. 
◆연박의 경우 시트의 교환은 원칙 3일에 한 번이지만, 3박 이전 혹은 이후의 교환을 희망할 경우 에는 알려주십시
오.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짐의 관리는 고객님께서 직접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에 락커는 없지만 캐리어같은 커다란 짐 은 침 밑에, 귀
중품은 침 근처의 잠금장치가 있는 미니 금고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난, 분실, 그 외 트러블에 해 당 호스텔에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내의 비품이나 설비를 파손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고객이나 이웃에 폐를 끼치는 행위, 혹은 매너위반 행위를 하신 분은 숙박을 거절합니다. 그 경우에는, 숙박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어매니티(amenity)에 관하여 
◆무료 Wi-Fi는 관내 모든 곳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체크인 시 패스워드를 받아가십시오. 
◆짐은 체크인 당일과 체크아웃 당일의 프런트 오픈시간내(8:00-11:00/16:00-23:00)에 무료로 보관 가능합니
다. *프런트 오픈 시간 이외에 짐 보관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샤워실, 드라이어, 세탁기의 심야 조조(24:00-6:00)의 이용은 되도록이면 삼가부탁드립니다. 



그 외 
◆전관금연입니다.(흡연장소는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가까운 코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100엔~/1시간, 400엔~/1일) 
◆가족경영의 작은 호스텔입니다. 설비, 서비스 등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협력 부탁드 립니다 

예약 취소 규정 
・숙박예정일의 5일전까지 : 없음 

・숙박예정일의 4일전~2일전 : 50% 

・1일전, 당일 & 사전연락없이 숙박하지 않을 경우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