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업】

＊예약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스키 구역이 운행 또는 날씨로 인해 닫히면 수업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든 늦은 도착으로 인해 레슨 시간이 연장, 조정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여점과 매표소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혼잡 해 지므로 적절히 계획하십시오.

＊수업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특정 강사의 요청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경우 요청을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키 스쿨 수신 전화선은 강의 시작 전에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스키 스쿨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취소 정책】

＊어떤 이유로 든 늦은 도착으로 인해 레슨 시간이 연장, 조정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악천후에 의한 수업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업은 모든 리프트가 운행 한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수업이 7 일에서 48 시간 사이에 취소 될 경우 수업 가격의 20 %가 부과됩니다.

＊수업이 48 시간 이내에 취소되거나 오지 않았다 경우 수업료의 전액이 청구됩니다.

＊수업 횟수 감소, 시간 단축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어떤 이유로 든 늦은 도착으로 인해 레슨 시간이 연장, 조정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코스가 시작된 후 30 분 이상 늦으면 코스에 참여할 수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습】

＊ 4 세 이상 투숙객을위한 개인 레슨.

＊ 개인 레슨은 2 명 이상의 참가자에 대해 동일한 능력 수준과 규율로 제한됩니다.

＊가격에는 스키 / 스노 보드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에는 수업에 리프트 패스가 포함됩니다.

【처음 스키 체험】

＊7 살 이상 손님을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코 스키를 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0 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가격 포함 스키 장비.

＊가격에는 수업에 리프트 패스가 포함됩니다.

＊ 대여점과 매표소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기에는 혼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획하

십시오. 수업 시작 60 분전까지 체크인하십시오.

＊공과 중에 분실, 도난 및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소유자 또는 차용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분실 한 수업 시간 또는

교체 비용 포함.

＊수업 시작일 변경은 지정된 시작 시간보다 24 시간 앞서 확인해야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변경의 경우 48 시간

을 허용하십시오. 모든 변경은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