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및 풀데크 이용 안내
실내수영장

6층

25m

운영시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시간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실외 수영장 안내

실외수영장

8층

28m

데스크(064-795-8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베드, 데이베드, 카바나 구역 이용 약관
•

실외수영장: 카바나 구역은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실 경우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여부 확인 및 예약: 8 층 실외 수영장 안내 데스크

•

24 시간이후에 취소하시거나 예약한 시간에 방문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하셨던 비용 전액이
부과됩니다.

•

대여료는 체크아웃 시 객실요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요금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가격 안내
선베드 : 선착순 무료 이용
데이베드 : 선착순 무료 이용
미디움 사이즈 카바나 구역 : 100,000 원 / 1 일
4 – 6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 파라솔 1 개, 선베드 1 개 포함
라지 사이즈 카바나 구역 : 150,000 원 / 1 일
6 – 8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 파라솔 1 개, 선베드 1 개 포함
* 카바나 구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인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생 관련 이용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m 간격)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안전수칙 규정에 따라 입장객 모두 QR 코드 혹은
방문일지 작성과 온도 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락커 이용이 제한됩니다. 환복 및 샤워는 객실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물 밖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타인과 가까이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 중에는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음식 주문은 카페 8 레스토랑에서 가능하며, 테라스 구역
안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 및 풀데크 이용수칙
•

실내 ∙ 외수영장 및 풀데크는 투숙객 전용 시설입니다.

•

수영장 타월은 1 인 1 장에 한해 제공되며, 수영장 입장 시 개별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최대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 외수영장 내 모든 지역은 금연 구역입니다.

•

외부음식 반입이 불가합니다.

안전 수칙
•

다이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수영장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샤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6 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 또는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에 이용 가능합니다.

•

야외 풀데크 이용시 반드시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우, 강풍, 태풍 등 악천후 시 실외수영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눈병, 피부병, 호흡기성 직환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 수영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

수영장 내 뛰거나 과격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영장 내 깨지기 쉬운 유리 용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제주 드림타워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개인
소지품 분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무단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

수중 및 락커룸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은 제한됩니다.

복장
•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착용해주세요. 그 외 체육복 및 평상복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변 훈련이 안된 유아의 경우 방수 기저귀 착용 후 이용 가능합니다.

수영 장비
•

영유아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의 안내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튜브는 이용객이 직접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바람이 강할 때는 유의 부탁드립니다.
허용 가능한 사이즈는 지름(직경) 160cm 까지 입니다.

•

수경, 수모 등 수영 용품은 대여되지 않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8 층 실외수영장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