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 클라이밍 시노보리 -SHINOBORI-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 중에 발생한 부상, 사고, 손해(손님 자신, 다른 손님, 시설에 관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는
손님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 당사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용 대상 : 신장 100cm 이상, 체중 100kg 미만인 분에 한합니다. (신장·체중을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날다람쥐는 신장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트랙션의 1회 소요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도중에 퇴장하신 손님의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사전에 이용해 주십시오.
·미취학 아동은 만 16세 이상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 ·술을 드셨거나 술기운이 있으신 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분 ·임신중이신 분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 ·손톱이 길거나 손톱을 붙이신 분
·이하의 질병이 있으신 분이나 이 질병에 관해 의사로부터 운동 제한 등의 지시를 받으신 분：
목, 등, 등뼈(척추), 손발, 허리의 질병, 심장병, 관절병, 고혈압, 기타 이에 관한 질병 등

이하의 경우, 퇴장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장 당하실 경우 어떤 이유로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 종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실 경우
·위험한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부상 방지를 위해 안경, 선글라스, 손목시계, 머플러,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식품, 주머니 속의
지갑, 휴대전화, 열쇠 등 소지품은 미리 어트랙션 안의 무료 보관함에 보관해 주십시오.

토에이 우즈마사 에이가무라는

〈동의서〉
본인(보호자)은 천공 닌자 클라이밍 시노보리 -SHINOBORI-를 이용함에 있어, 뒷면의 이용 시
주의사항의 내용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본인(보호자)은 천공 닌자 클라이밍 시노보리 -SHINOBORI-의 일부가 심신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보호자)은 천공 닌자 클라이밍 시노보리 -SHINOBORI-에 상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3)본인과 동반자는, 천공 닌자 클라이밍 시노보리 -SHINOBORI-의 이용 중에는, 귀사 종업원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어떠한 상해 및 손해에 대해, 귀사 및 귀사 종업원에게 일절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4)본인은 건강하고, 이하의 질환에 관해 치료중이 아닙니다.
1.목, 어깨, 등, 손가락, 발, 허리의 질환 2.심장·폐기능의 질환 3.기타 컨디션 불량
（5)본인의 신장 및 체중은, 이용 조건에 기재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6)본인은 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귀사 종업원이 선택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처치, 치료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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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소
참가자①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만 20세 이상

본인 서명
참가자②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만 20세 이상

본인 서명
참가자③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만 20세 이상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 정보는, 법령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삼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