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19 시즌 용평리조트 스키파워패스 시즌권(셔틀버스 포함) 이용약관 ]
1. 정기셔틀 운행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2. 예약 및 탑승 외 버스운행에 관련한 사항들은 해당 정기셔틀운행사의 지침 및 내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예약 및 예약취소

1) 셔틀버스는 운행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미 예약 시, 인원초과로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좌석 사전 예약제에 따라 본인만 예약이 가능하며 스키파워패스 시즌권자 탑승 시,  신분증과 시즌권을 꼭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시 교통 정상요금이 부과 됩니다.
3) 셔틀버스는 당일 왕복과 편도 각각 예약 가능합니다. 
4) 버스 좌석은 선착순 배치되며, 일행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행, 하행 좌석이 예약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예약을  하고  1 회  이상  취소하지  않고  미  탑승을  할  경우,  미  탑승부분의  버스요금을  정상요금으로(패널티)  별도

징수합니다. 시즌권자 동일 적용되며 이는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미 탑승하는 등 다른 고객의 예약에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 예약자 당일 미 탑승 시, 환불불가
- 시즌권자 당일 미 탑승 시, 패널티 20,000 원 부과

4. 운행 기간
1) 스키파워패스 시즌권자는 1819 시즌 내 무료탑승 가능합니다. 
2) 2019 년 2 월 24 일 이후에는 탑승/환승 지역을 축소 운행합니다. 

5. 시즌권 환불
스키파워패스 시즌권 취소 시, 시즌권 총 금액에서 기 탑승한 버스 요금을 정상요금으로 징수(차감) 후 용평리조트의 규정에
따른 취소, 환불이 진행됩니다. (버스운행사 취소확인증 제출 시 환불 가능)

6. 기타사항
1) 출발 10 분전까지 출발지(환승소)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출발시간 이후에는 탑승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스키장

출발시간은 절대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탑승고객을 위하여 대기하지 않습니다.)
2) 탑승구간 및 시간착오 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미 탑승 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음주 탑승자나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거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환불 등은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운행사 정보

지역 노선 공지 및 기타 운행 정책은 운행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셔틀관련 문의는 각 지역 운행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 경기, 인천 : 경기대원고속관광 02-2201-7710
8. 상기의 운행 규정은 고객의 편의 및 운행사의 사정 등에 의해서 일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