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스포츠센터 회원 공통 이용수칙
01. 회원카드는 출입 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으며, 분실 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02. 접수는 기존회원의 경우 매월 18일~22일까지이며, 신규회원의 경우 23일부터
등록순으로 마감하며, 접수시간은 센터 개관일의 06시~21시까지입니다.
03. 프로그램은 매월 1일부터 진행되며, 만약 공휴일인 경우 수업일중 다음 날 개강합니다.
04.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5.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실물에 대해서는 센터
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6. 센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제외하고, 회원 본인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07. 장애인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강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8. 센터 내 어떠한 장소에서도 음식물(물 종류 제외)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통에 담긴 과일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시기 바랍니다.
09. 탈의실·샤워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입장 시간을
프로그램 개시 전 장애인 40분전(아쿠아는 30분전), 비장애인 20분전(어린이,
유아는 15분전)으로 제한합니다.
10. 샤워장은 프로그램 종료 후 60분 이내 이용 및 퇴장 완료 하여야 합니다.
11. 샤워장에서 마사지, 오일, 염색, 빨래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강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이용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강상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센터 직원 및 담당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
에 따라야 합니다. 상담 없이 등록 및 입장하신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음주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하며, 풍기문란 행위나 음주 가무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14. 탈의실 및 개인락카 키 분실 시 분실대금 1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영장 이용 회원 수칙
01. 수영복 착용 전 꼭 전신 샤워를 하고 입수해야 합니다.
02. 입수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03. 입수 시 깨끗한 수질을 위해 수영복 수모를 착용합니다.
0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장 내에서 뛰거나 다이빙을 금하여 주십시오.
05. 키 140㎝미만 어린이는 성인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강습은 제외
06.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는 경우, 입술이 푸르게 변했을 경우에는 수영을 금하여 주십시오.
07. 눈병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수영을 금하여 주십시오
08. 풀장 안에서 배설, 방뇨, 타액을 뱉는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금합니다.
09. 고무튜브, 공, 유리제품 등 수영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을 금합니다.
10. 눈이 피로하거나 충혈 될 때까지 수영을 하게 되면 눈병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11. 지나친 장난은 삼가 해 주십시오.
12. 바닥이 미끄러우니 뛰지 마십시오
13. 수영장 이용 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4. 장애인 자유수영 입장시간 안내
 1부 (평일 08시∼12시, 토요일 09시∼12시) 종료 30분전(11시30분) 까지 입장
 2부 (평일, 토요일 14시∼17시30분) 종료 30분전(17시) 까지 입장

헬스장 이용 회원 수칙
01. 1일 1회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02. 사용한 헬스기구는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03. 자신에게 알맞은 무게로 운동을 하셔야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4. 한 기구에 장시간 사용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05. 운동기구에서 신문 열람 및 휴대폰 사용은 자제 바랍니다.
06. 헬스장 출입 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화하시기 바랍니다.
07. 과다한 노출이나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삼가 바랍니다.
08. 기타 헬스장 이용 시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이용 회원 수칙
01. 골프장 일일 이용시간 90분(레슨포함)입니다.
02. 지정된 강습 시간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03. 센터 골프강사(프로) 외 지도를 삼가 해 주십시오
04. 타석 이외의 장소 및 퍼팅장에서는 스윙과 어프러치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05. 골프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실내화(골프화)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06. 이용자(회원) 외 어린이 및 동반자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07. 사용한 골프채 및 물품은 정 위치에 정리 정돈하여 주십시오
08. 기타 골프장 이용 시 강사(프로)님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이용 회원 수칙
01. 음주자는 체육관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02. 기구 및 기자재 사용 시 반드시 담당지도자 안내를 받으십시오
03.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04. 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하여 실내 운동화를 신으십시오(구두 및 하이힐 착화 금지)
05. 운동 시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무리한 행동은 삼가 해 주십시오
06. 대관 이용 시 정리정돈 및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07. 프로그램 이외의 기타 체육관 이용 시 담당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