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학은 3 루측 코카콜라 시트 입니다. 필드,야구 관련 방에는 안내가 없습니다.

■ 좌석은 선착순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12 세 미만의 어린이 만 참여

・보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통로가 좁고 상당수의 단차가 있습니다.

・참가동의서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분

■ 참가 당일에 투어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작성하신 동의서를 회수합니다.

참가동의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서명하신 후 당일 접수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접수 장소:후쿠오카 PayPay 돔 7-8 게이트 사이 종합안내소

■ 출발 시간 15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십시오.
※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접수 시간은 매우 혼잡하므로 서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 투어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출발 5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모여 주십시오.
늦으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또 그 경우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예약 후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하여】

※ 각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우) 810-8660    후쿠오카시 주오구 지교하마 2-2-2 후쿠오카 PayPay 돔 내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주식회사　　후쿠오카 PayPay 돔 투어 예약 담당 앞
■ 투어 중에는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 투어 중 다치셨을 경우 응급 처치는 해드리오나 부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보행 시 바닥 주변 및 타구 방향 등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 경기장 투어 중 사고, 부상 및 손실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볼이나 부러진 박쥐를 쉽게 칠 수있는 투어입니다.

■ 어린이의 보호자 또는 호위하는 사람은 회사를 유지하고 그들을 주시해야합니다.

■ 돔 내부에서의 흡연, 음식물, 볼, 배트 등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울타리를 오르거나 울타리에 기대어 공을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땅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땅에 던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돔 내부에서의 흡연, 음식물, 볼, 배트 등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투어 진행 중, 돔 내부의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용을 마치신 후 모여 주십시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전용 화장실은 8게이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 투어 진행 중에는 도중에 나가거나 개별 행동은 삼가 바랍니다.

■ 투어 참가 중에는 고객 본인의 초상, 목소리가 촬영, 녹화될 수 있습니다.
※촬영, 녹화된 영상 및 음성에 관하여 회장 안팎에서의 상영, 인쇄물, TV 방송,
인터넷 송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벤트 중 또는 이벤트 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녹화된 영상 및 음성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이벤트 연출

（2）이벤트 기록 작성

（3）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주) 및 소프트뱅크 그룹 회사의 기업 홍보 활동

（4）관계 기업 상품의 선전 홍보

（5）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하여

https://www.softbankhawks.co.jp/company/privacy.html

※투어 참가자는 투어 중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어야합니다. 도착 순서대로 좌석이 배정됩니다.

・음주하신 분

・기타 직원이 안전하게 참가하실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바우처 결제의 경우

참가일 2주 전까지

※위 기한 내로 쿠폰(원본)을 우편 송부

돔 투어<연습 견학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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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동의서＜연습 견학 코스＞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주식회사 앞 

 

저는 연습 견학 코스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 스스로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어드벤처 코스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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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동의서는 참가하시는 분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승낙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