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코다산 이용 규칙
【 핫코다 규칙 】
≪핫코다산 이용 규칙은 핫코다산에 입산하는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규칙입니다.≫
핫코다 에리어 스키장, 에리어 안팎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키, 스노보드 및 스노슈 트래킹 등을 위해 입산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약속 사항, 정해진 사항, 지켜야 할 사항, 주의 사항"을
【핫코다 규칙】으로써 고지하고 있습니다.
１. 관리구역
다이렉트, 포레스트 코스
코스는 핫코다스키장에서 관리하며, 스키 패트롤이 순회하며 코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코스 활주를 위해 가이드 폴, 활주 금지 구역 및 출입 금지 구역 간판,
위험 장소 진입 및 코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네트 등이 설치 되어 있으며,
번호 안내 간판으로 코스 내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구역 외
미야사마(宮様), 주오(中央),간조(環状), 이오(硫黄)・도조(銅像)・핫코다온센(八甲田温泉)・호키바(箒場)
등의 투어 루트와 관리구역 이외의 투어 루트, 백컨트리는 핫코다 스키장의 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
스키, 스노보드를 위해 입산하시는 분들은 스노 스포츠의 특성상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
특히 백컨트리 활주의 경우, 만전의 준비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연에 내재하는 위험을 항상 인식하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주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이 동반한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3. 입산・등산 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관리구역 이외의 투어 루트 및 백컨트리 이용자는 입산・등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불가능한 재해, 조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신 수단 및 루트 특정, 행동 범위, 인원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입산・등산 신고서의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고서는 '생명을 좌우하는 귀중한 스케줄표'로서, 만일의 사태에 있어 여러분의 단서가 됩니다
４. 조난수색・구조활동 및 비용에 관하여
관리구역 외, 관리구역 이내라도 폐쇄중인 코스로의 침범,
영업시간 외의 조난수색・구조활동의 경우 구조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친구・지인・가족・동행자 등의 구조요청 시점부터 구조비용청구의 【동의확인】
이 이루어집니다. 조난수색・구조활동은 현장의 구조대(패트롤, 가이드 등)의 판단에 의해 기후 상황
이차적 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불가피하게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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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30,000（일당/1인）

로프웨이 시간 외 운행비

@\50,000（1회당）

제설차

@\10,000（시간/대）

리프트 시간 외 운행비

@\10,000（1회당）

그 외의 경비(후방지원자 등의 인건비, 차량비, 통신비, 식비 등의 실비)

■본 【핫코다 규칙】은 ‛핫코다산악스키안전대책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조난수색・구조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구조비용의 실비를
핫코다산악스키안전대책협의회에서 청구합니다.
문의처

핫코다산악스키안전대책협의회(핫코다로프웨이 내) 017－73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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