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이용 안내
퓌로벨 스파 & 스포츠는 투숙객, 피트니스 회원과 회원 방문객을 위한 시설입니다.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16세 이상부터 스파와 운동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성인이 동반할 경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헬스장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어린이 정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용 요금 - 투숙객과 피트니스 회원 동반 방문객:

• 헬스장, 수영장, 스파 (일본식 목욕탕과 사우나) - 객실 투숙 패키지에 시설 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구역 당 한 분당 2,200엔(세금 포함)입니다. 요금은 당일 정오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하루 동안 적용됩니다.

• 한 번 입장 시 두 가지 시설 혹은 전체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요금은 인당 3,300엔(세금
포함)입니다.

이용 요금 - 마사지 & 트리트먼트 예약 고객
• 스파 구역 무료 입장

주의 사항
• 수영장내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이용 시 적절한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소음, 거칠게 밀거나 때리는 장난, 수영장 주변에서 뛰는 것 등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고객에게 보이는 위치에 문신이 있는
경우 퓌로벨 스파 & 스포츠 내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음식과 음료는 시설 내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고객은 퓌로벨 스파 & 스포츠가 명시한 규칙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정책
6세부터 16세까지의 어린이는 다음 시간 동안에만 수영장 구역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오전 9:00 - 오후 6:00

나이:

• 이 정책은 6세 이상부터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적용됩니다.

•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수용 인원:

• 수영장은 동시에 최대 10명의 어린이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만 이용 시 입장 요금:

• 1박당 어린이 한 명당 2,200엔(세금 포함).

• 동반인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여 용품:

• 어린이를 위한 대여 용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스장:

•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들은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

• 수영장 내와 근처에서 장난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 동반 성인은 입장 요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여 용품
트레이닝복, 티셔츠, 신발, 양말, 수영복을 회당 각각 550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세금 포함)

• 시설 이용에 적합한 의복을 준비하지 못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준비된 대여 용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구매 가능한 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

Pürovel Spa & Sport (퓌로벨스파 & 스포츠)
스위소텔난카이 오사카, 오사카 난바 주 오구 5-1-60 542-007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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