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실 동의서


반려견 허용 기준 최대 15kg이하의 길들여진 반려견입니다.



객실당 2마리의 반려견 입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후 3개월 이하의 반려견, 꽃도장 중인 반려견, 중성화 안된 반려견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주위 반려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을 하는 반려견은 호텔 직원에 의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호텔 외부 이동 시 반려견 목줄 혹은 케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지 or 반려견 유모차 미 지참시: 호텔 내부 이동 할때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이동 하셔야 합니다.



객실 내 직원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할 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케이지 안 또는 목줄 착용이 되어야합
니다.



객실 내부 외부에 동반 반려견을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되며,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동반 반려견 분실에
대해서 호텔과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반려견 또는 사람에게 심한 짖음과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환불없이 퇴실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반 반려견이 다른 고객과 반려견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호
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호텔 내/외부에서 배변 시 배설물은 바로 치워야 합니다.



체크인 시 반려견 투숙 동의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소음 및 공용 공간 이용 관련 주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 호텔
자산 손상 미발생의 경우)



반려견으로 인한 얼룩 및 피해로 인한 청소 혹은 보수가 필요한 경우, 호텔의 자유 재량 안에서 결정된 어떤 지불
에도 동의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식당 이용이 제한됩니다. (까페는 예외)



반려견으로 인해 생기는 호텔의 손상에 대해서 수리 및 부가적인 청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호텔의 손상 혹은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고객이
나 직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호텔에 반려견이 투숙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손실, 요구,
피해, 책임, 경비 및 비용(대리인/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 포함)에 대하여 “호텔 주체”를 위해 변상함에 동의합
니다.

*입장 제한 견종
입장 제한 견종은 핏불테리어, 잉글리시 불독, 아키다, 스태포드셔, 그레이트 데인, 말라뮤트, 차우차우, 프레사 카나리오, 도베
르만, 로드와일러,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세퍼드, 진돗개 입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읽고,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반려견 정보

이름 :
나이/체중 :

견종 :
색상 :
서명 :
이 동의서는 고객과 호텔에 의해 이중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양자 모두 서명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