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１． 토끼의 촬영은 자유롭습니다만, 플래시촬영은 토끼가 깜짝놀랄 지도 모르니 삼가해 주십시오.
２． 입실시 퇴실시의 손 소독은 반드시 받도록 부탁그립니다.
３． 초등학생이하분의 입실은 보호자님 (18 세이상)과 같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어 놓지 말아 주세요. 예기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있습니다.
５． 애완동물의 데리고 들어가기는 원칙금지입니다.
６． 본점은 자동 연장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릴 것은 없으므로 각자시간의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７． 본점에서는 무릎 위에 토끼를 올려 드립니다.멋대로 들어 올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토끼,소님 양쪽
분이

부상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８． 소파석에서는 2 명으로 오셔도 10 분간마다 1 마리밖에 토끼를 안음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이외의
자리에서도 토끼끼리 싸움을 시작해버렸을 경우, 토끼의 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토끼는 세력권
의식이강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싸움을 할수 있어서 입니다. )
９． 초등학생이하의 아이들은 토끼를 안음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님이 안음하고,만지게 해 드리기 바
랍니다.
１０．

토끼는 정말 델리케이트한 동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뼈가 부러지거나,스트레스로 병이

나거나 합니다.갑자기 꼬리등을 만지거나 하면 깜짝놀라서 물려버릴수도 있으니, 앞에서 뒤에 살살
만져 주세요. 만약 만지는 방법을 모르는 분은 스탭을불러 주세요. (토끼를 만지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드립니다. )

상기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주의사항을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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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１． 토끼의한 부상, 의류의 더럽힘에 대해서는 본점에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조심해 주세
요. (간단한 소독, 반창고등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２． 수화물의 관리는 각자에서 가 주세요. 수화물을 분실되었을 경우, 본점에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
다.
３． 아이들에게서는 눈을 떼어 놓지 않도록부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상을 했을 경우, 본점에서는 책
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또, 비품등을 파손되어버렸을 경우, 변상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４． 동물 알레르기를 갖은 분은 의사와 상당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졌을 경우라도 본점에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５． 본점의 토끼가 고객의 과실・고의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부상을 졌을 경우, 의료비의
부담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６． 위험물(폭발물, 약품등)의 반입은 금지입니다.
７． 토끼의 취급이 난폭할 경우나, 다른 고객에게 폐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퇴실를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탭의 지시에 따르고, 즐겁게 놀아 주세요. )
８． 실내에서는 음주·흡연은 금지입이다.
９． 토끼용 간식을 가져 오시는 것이 금지입니다.
１０．

손님용 음식물 (알코올이외)의 가져 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토끼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아

주세요. 또, 쓰레기 등은 각자 갖고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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