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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 업무 시간

여름: 7:30am – 8:30pm
겨울: 8am – 7:45pm

침대 린넨

객실에 침대 린넨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추가 린넨은 리셉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건은
리셉션에서 개당 1 달러에 제공해드립니다. 위생상의 이유로 침낭은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 층침대에 안전 가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9 세 이하 어린이의 상단 침대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체크아웃

체크아웃은 오전 10 시까지입니다. 체크아웃하실 때에는 청소하는 직원들을 위해 베갯잇과 위, 아래
침대 시트를 벗겨내어 세탁물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예약

하룻밤 더 머무르고 싶으시면 바로 리셉션에 문의하여 늦기 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성수기에는 전 호스텔에 대해 미리 예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셉션에 오셔서 여행 정보 및 뉴질랜드
전국 교통 및 액티비티, 투어, 숙박 등 예약을 문의하세요.
리셉션을 통해 예약하는 YHA 회원에게는 YHA 호스텔 숙박 및 다수의 액티비티, 교통편 등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리셉션 업무시간 전후로 예약하실 때는 www.yha.co.nz 를 방문하세요.

호스텔 시설

호스텔 시설은 모든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사용 전과 같이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숙박객들을 배려하여 주방 기구 사용 후 설거지 및 정리정돈을 하고, 야간에는
소음을 줄여주세요.
주방 이용 시간: 24 시간
세탁실 이용 시간: 9am – 10pm
위치 및 이용 방법은 리셉션에 문의하십시오.

Wifi

숙박객에게 하루 5GB 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환경

재활용 수거함이 주방과 다인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운지와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나가실 때는 모든 전등의 스위치를 끄는 것, 잊지 마세요.

현지 정보

현지 지도를 이용하시고, 가까운 슈퍼마켓, 은행, 현금입출금기, 병원 등을 찾아가는 길을 리셉션에
문의하세요. 무료 의료 정보를 0800 611 116 번으로 문의하세요.

안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호스텔 출입문은 밤새 잠겨 있습니다. 야간 출입문 이용 및 시간을 리셉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호스텔 숙박객 또는 본인이 아는 사람만 안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룸메이트, 그리고 소지품의 안전을 위해 객실 문은 항상 잠그십시오.

지진

몇 걸음 이상 이동하지 마시고 탁자 등 단단한 가구 아래로 대피하십시오. 또는,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그 상태로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좀 더 안전해지면 호스텔
직원이 안내 및 도움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비상시 행동요령– 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친절한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긴급전화는 모든 전화기로 111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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