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사업 운송약관
가모리관광 주식회사

(적용범위)
제 1조
담당자의 지시
제２조
(운송의 수락)
제３조
(운송의 거절)
제４조

(승차권의 발매)
제５조
(승차권 등의 효력)
제６조

당사가 경영하는 케이블사업에 관한 운송계약은 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 풍습에 따릅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운송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담당자(이하 “담당자”라고 칭함)가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당사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운송을 수락합니다.
당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을 거절합니다.
（１）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２）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３）당 운송에 관하여 고객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경우
（４）당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５）고객님의 상태 등에서 운송상에 안전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６） 위험물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７）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어쩔수 없는 사유에 의해 운송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８) 전 각 호로 꼽는 경우 다른 정당한 이유가있을 때.
당사는 승차권 등을 티켓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① 승차권 등은 티켓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② 당사가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에 발행한 승차권은 승차권에 기재된 운임 액수에 상관없이 통용기간
내에는 유효합니다.
③ 당사에서 유효한 승차권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④ 승차권 등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무효입니다.
（１）승차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사용할 경우
（２）시즌권을 기명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경우.
（３）개조 또는 변조 및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⑤승차권 등의 전매는 금지합니다. 전매 한 승차권 등은 잘못된 것으로 회수합니다.

(승차권의 제시 등)
제７조
당사는 승객의 승차시 개찰 게이트에서 승차권 확인 또는 뺄셈을합니다.
(운임, 요금 및 적용방법)
제８조
당사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임, 요금 및 적용방법은 별도로 기재된 운임표 및 별도로 정한 적용방법에 따릅니다.
(운행중지의 경우 운송도중의 승객에 대한 취급)
제９조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케이블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 승객에게 운행재개 후에 유효한
승차권의 무상교부 등 필요한 계속운송 조치를 행합니다.
(운임의 환불)
제１０조
천재지변 및 당사의 책임에 의해 케이블 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해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바람과 눈 등에 의해 운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행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시작과 끝)
제１１조
당사의 운송에 관한 책임은 승객이 제 7 조의 행위를 행하였을 때를 시작으로 하차하였을때 끝납니다.
(승객의 금지사항)
제１２조
승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１）스키 리프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승하차 행위
（２）스키와 스노보드 및 스키 리프트를 흔드는 행위
（３）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등으로 스키 리프트시설을 두드리는 행위
（４）옆으로 타는 등 위험한 자세로의 승차행위
（５）그 밖의 안전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승객에 대한 책임)
제１３조

당사는 케이블의 운행에 의해 승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１）케이블의 운행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규정한대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케이블 시설에 결함 및 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증명되었을 경우.
（２）사고가 해당 승객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되었을 경우.

(소지품 등에 대한 책임)
제１４조
당사는 승객을 운송할 때 발생한 스키 및 그 밖의 소지품 등의 소실 또는 파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 또는 파손이 당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객의 책임)
제１５조
당사는 승객이 고의 및 과실 또는 법령 및 이 운송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해당 승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할증운임 등)
제１６조
당사는 승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제 6 조 3 항 및 4 항의 규정에 의해 승차 등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는 승객에게 그
승차권 등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것과 같은 금액 이내의 할증운임 등을 요청합니다.
(관할법원)

제 17 조

우리는이 스키장의 이용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은이 스키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하겠습니다.

부칙

약관은 2018 년 11 월 17 일부터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