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아라이 리조트 짚투어 취소정책 

 

 [면책사항] 

I. 저는 롯데 아라이 리조트가 운영하는 액티비티의 이용에 있어서 

아래의 주의사항 및 스탭의 지시를 준수하고, 자기책임 하에 이용할 

것, 동반자에 대해서도 주의사항 · 각 액티비티의 주의사항 · 

스태프들의 지시를 철저히 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승낙합니다. 

나는 롯데 아라이 리조트 주최 액티비티 이용에 있어서 아래의 

주의사항 · 직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스탭의 지시나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고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롯데 

아라이 리조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자신 혹은 동반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롯데 아라이 리조트의 

시설, 혹은 본 시설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 승낙합니다. 

 

롯데 아라이 리조트가 운영하는 지퍼 투어는 총 길이가 약 1,501m, 

고저 차 약 240m 규모인 해발 약 950m 지점에서 3 분 정도로 

710m 지점까지 단숨에 내려옵니다. 비일상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큰 

감동을 모든 고객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투어를 실시하기 위해 가이드가 매일 

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하의 경우는 투어의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의해 운행이 중지된 경우] 

 

1) 강풍시 

젠다나 스테이션의 풍속계가 10m/s 이상의 경우(10m/s 이하도 

순풍과 맞바람에 의한 가이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불가능한 최행이 됩니다) 혹은 메인 짚 출발 데크, 골덱을 

날려보내는 풍속. 10m/s 를 계측한 경우 

 

2) 시계 불량 



눈·비·안개·구름 등에 의해, 보텀덱에서 바라봤을 때 코케나시 

리프트의 가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이드 판단에 의해 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와이어 동결 시 

적설이나 비의 영향으로 인하여 와이어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 

(가이드 판단에 의해 운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 천둥, 회오리 바람 

무조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이드가 종합적으로 날씨 

상황에 따라 운행 불가라고 판단했을 경우 

⇒ 상기 1)~5)의 이유로 투어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하와 같이 

대응을 해드립니다. 

 

① DemoZip활강을 한 경우 ⇒정액 요금에서 1000엔을 제외한 요금 

환불 (DemoZip 의 강의비 분) 

② 곤돌라 탑승을 한 경우 ⇒정액 요금보다 1,800 엔을 제외한 요금 

환불(곤돌라 승차비 분) 

 

 

[시설 설비 미비로 투어 운행이 중지된 경우] 

 

1) 케이블의 손상 

2) 갑판 등 시설 설비의 손상 

3) 트롤리 등 고객 장비 손상과 미비 

4) 기타,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이드가 종합적으로 시설 

설비의 영향으로 운행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 1)~4)의 이유로 투어 운행이 중지 될 경우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고객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환불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투어 운영상황] 

운영이 중지되었을 경우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하오니, 자택 에서 

출발시나 업장을 방문하기 전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짚 투어에 관한 문의 

[주식 회사 LOTTE Hotel Arai](우)944-0062 니가타 현 묘코 시 료젠지 

1966 Tel:0255-75-1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