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혈액원 글램핑 이벤트
입실인원 조사 및 이용수칙 안내

캠핑장 이용수칙 안내
1. 입실 가능시간은 15시 이후, 퇴실은 다음날 11시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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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핑동은 방문인원 및 당일 캠핑장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됩니다.

글램핑이벤트에 당첨되신 헌혈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객실 위치 및 타입 선택불가)
3. 일정 및 장소 변경, 숙박권 타인 양도는 절대 불가하며, 타인양도 적발시 당첨 및 숙박권 지급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헌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덕분에

이 취소됩니다.(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당첨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숙박인원을 제외한 방문객의 캠핑장 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성인은 최대 2인까지 입실 가능하며 단, 당첨자 본인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최대 4인까지 동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헌혈, 앞으로도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가능합니다.

헌혈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3인 이상 입실시 반드시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주소지 확인을

서울남부혈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한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Ps.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자 가족여러분의 즐거운 캠핑을 위한 서울남부혈액원의 선물!
입실 당일 바비큐 그릴(中) 또는 나무장작 화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입실시 택 1)

6. 3인 이상 입실시 1인당 1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참가자 부담, 성인 및 36개월 이상 어린이 동일 적용)
7. 캠핑장 이용수칙에 따라 22시부터 매너타임(옆 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가능)에 들어가
며 24시 이후에는 타인을 위해 꼭 소등 후 취침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 명단

8. 미성년자 당첨시, 반드시 당첨자 본인의 부모님 동반이 필수입니다.
9. 반려동물의 동반입실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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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다른 이용수칙은 청계산 골든밸리 캠핑장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본인

2

본인은 상기 내용 및 이용수칙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위반시 언제든 시설

3

이용이 중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4
* 3인 이상 입실시 1인당 1만원의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성인 및 36개월 이상 어린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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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 금요일까지 아래 참석자명단 작성 및 이용수칙 확인 후 당첨자 본인 서명을 날인하여
ckl0604@redcross.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명단은 제출 후 인원 수정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캠핑장 이용수칙에 여러 제한이 있는 점 너그러운 양
해 부탁드리며, 헌혈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지원팀 (02-570-0635)

이용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