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아라이 리조트 마운틴 어드벤처 이용약관 

 

Ⅰ. 나는 롯데 아라이 리조트 주최 어드벤처 이용에 있어서 아래의 

주의사항 및 스탭의 지시를 준수하고, 자기책임 하에 이용할 것, 

동반자에 대해서도 나에게 각 액티비티의 주의·스태프의 지시를 

철저히 지킬 책임이 있음을 확인·승낙합니다. 

Ⅱ. 나는 롯데 아라이 리조트 주최 어드벤처 이용에 있어서 아래의 

주의사항·스태프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스탭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하고, 롯데 얼라이 리조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Ⅲ. 나는 자신 또는 동반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롯데 아라이 

리조트의 시설 혹은 본 시설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승낙합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음주를 하신 분 

2)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 

3)임신 중이신 분 

4)심장 질환/고혈압 등의 지병을 가지신 분 

5)약물을 복용한 손님 

6)기타, 스태프가 종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손님 

 

·기타 주의 사항 

1) 날씨 상황에 따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탁 드립니다. 하네스 착용 후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3) 구역 내에서는 나무의 수액이나 넘어짐 등으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 중인 고객님의 

소지품의 오손, 파손, 분실 등 롯데 아라이 리조트에서는 일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스탭의 지시를 따르세요. 스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습니다. 

5) 자신에 의한 부상에 대해서는 롯데 아라이 리조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으므로, 본인 책임 아래 항상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6) 모든 어드벤처는 하네스와 헬멧 등의 장비를 안전하게 착용하지 

않은 고객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당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통계 데이터나 관련 정보 활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8) 이용 중, 홍보 소재 목적으로 스탭이 고객의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안전에는 충분히 신경쓰며 활동해주시길 바랍니다. 

10) 해당시설은 탁아시설이 아닙니다. 보호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동반한 자녀가 본인의 시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동행하여 함께 ARAI 의 대자연의 놀이 시설들을 즐겨보세요. 

 

・ 환불에 관하여 

１）접수 종료 이후 고객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절차는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２）천재지변 및 당사의 책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사 

규정의 요금의 환불을 실시합니다. 

단, 날씨 상황이나 고객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을 중지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스탭의 지시나 각 어드벤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스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이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체 환불 불가이므로 반드시 스탭의 지시나 규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짚 투어에 관해서는 짚 투어 취소 정책에서 상세를 확인 

바랍니다. 

각 어드벤쳐의 운영 상황 

운영이 중지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하오니, 자택 

출발시나 입장 전 회사 공식 

홈페이지(https://lottearairesort.com/)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어드벤쳐에 관한 문의 

【株式会社 LOTTE Hotel Arai】 〒944-0062니가타 현 묘코 시 료젠지 



1966 TEL:0255-75-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