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raumi Terrace(추라우미 테라스) 체크인/아웃 정보
주소: 905-0205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모토부초 야마카와 403-1
Check-in: 15:00 ~21:00
Check-out: ~10:00
21 시를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21 시까지 체크인을 하지 않으실 경우
무단 취소로 처리하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체크인 카운터】
추라우미 테라스 101 호실
영업시간 15:00~19:00(19:00 이후에는 체크인
접수만 대응함)
현관 인터폰에서 101 를 입력한 뒤 ‘呼(호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일손 부족이므로,체크인 카운터에 담당자가 없을 때는 전화, 메일, 메시지 등으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90-1876-4747(10:00 – 21:00)

Email: info@llc-blueocean.jp (10:00 – 22:00)
Line ID: meg25joe (10:00 -22:00)
긴급시는 24 시간 가능

사전에 아래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1.비행기 도착시각
2. 체크인 예정시각
3. 체크아웃 예정시각
4. 콘도미니엄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
5. 자동차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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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나하공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1 시간 반(비혼잡시)
얀바루 급행버스로 2 시간 10 분
‘Hotel Mahaina Wellness Resort(호텔 마하이나 웰니스 리조트) 정거장에서 하차 후 도보 30 초
(Hotel Mahaina Wellness Resort 에서 대로를 끼고 건너편 건물)

■Map Code(Mapion): 553 046 360*07
■Google Map Code: 226.682127, 127.882095

1. 해양 엑스포 공원 남문을 지나 호텔 마하이나 웰니스 리조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2. Hotel Mahaina 정면 건너편이 추라우미 테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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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저희 시설은 호텔이 아니라 콘도미니엄입니다. 체류 중 청소 및 시트 교환은 4 일에 1 회로
제한됩니다.



환경 배려 차원에서 현재 방에 일회용 칫솔과 일회용 면도기 등은 상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캔 및 병’, ‘페트병’,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리해 버려 주세요. 플라스틱
쓰레기도 ‘타는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실내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베란다나 정원에서 피워 주세요.



베란다나 주차장에서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 주세요.



BBQ 는 금지합니다.



애완동물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숙박객이 아닌 분의 입실은 금지합니다. 숙박예약자가 아닌 분이 이용할 시 당일 1 인당 5000 엔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전등에 벌레가 모여듭니다. 특히 밤에는 방충망을 계속 열어두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식기 및 조리기구를 사용하신 후에는 세정하여 수분을 닦아낸 뒤 식기건조대에 놓아 두세요. 원래
위치로 돌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쇠를 분실하신 경우 실린더 교환비를 청구합니다.



비품(수건 포함)을 가져가시거나 파손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용이
청구됩니다.



사전에 아래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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