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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아라시야마 관내 이용규칙

리버사이드 아라시야마는 “아라시야마의 침실”을 콘셉트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인대응(対人対応)은 체크인, 체크아웃 시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숙박 기간 중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래의 이용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니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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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은 숙박만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 이용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
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 도착 날짜와 출발 날짜를 제외한 전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 최장 오전 11시까지 가능. 1시간당 연장 요금은 1객실당 3,000엔

※10시가 넘어 간 시점에서 3,000엔의 연장요금이 발생합니다. 11시를 넘어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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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000엔의 연장요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시설은 전구역 금연입니다. 건물의 입구 옆에 흡연장소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크아웃 이후 짐보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물품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A）동물, 조류（신체장애인의 안내견 제외）
（B）화약, 휘발유 등의 발화성물질, 인화성 물질
（C）악취를 풍기는 물품
（D）상식적인 크기와 양을 넘어가는 물품
（E）법에 따른 소유를 허가받지 않은 총, 검, 각성제 류
방문객과의 밤 10시 이후의 객실 내 면회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 기간 중, 현금과 귀중품은 직접 보관 부탁드립니다. 분실, 도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숙박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객실 및 시설 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서의
대화, 전화통화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 내외의 설비, 비품의 오손, 파손, 분실의 경우,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 룸 카드(열쇠)의 분실 】재발행 비용으로 5,000엔
【 객실내 흡연 】룸클리닝 비용으로 50,000엔

【 캐리어 처분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개당 5,000엔
【 캐리어 방치 】폐기비용으로서 다음날 10,000엔 청구
【 그 외 파손/오손 물품 】수리비용을 청구

※모든 물건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청구합니다.

※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혹은 일반 확립된 관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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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시설에 관하여

저희 시설은 아라시야마의
침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탭을 부를 때에는 프론트의 전화를
이용하세요.

방키

!

체크인은 프론트에서 해 주세요.

10시가 넘으면 3,000엔의
연장요금이 발생합니다.
연장은 11시까지 가능

짐보관
체크아웃 후,

체크아웃 시간

10

10시

체크아웃은 카드키박스에 카드를
넣으시면됩니다.

방문의 기계에 카드키를 터치해,
입실하세요.

CHECK OUT

체크아웃시간 : 오전

카드를 분실 시 5,000엔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체크아웃 후, 짐 보관은 불가능합니다.

청소 서비스
타올 추가는 1세트당 500엔의니다.

타올과 기타용품 추가는 1세트당
1,000엔입니다.

실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실내 금연입니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주세요.

기타

리넨교환과 청소서비스는 매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