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鳥取県営東山水泳場使用上の注意 

 

開館時間 

 

 

 

休業日等 

 

 

２５ｍプール 午前１０時から午後８時まで 

５０ｍプール ６月１５日から９月１５日までの午前１０時から午後５時まで 

   ※７月２０日から８月３１日までは午後６時まで 

 

毎週水曜日 

年末・年始休業（１２月２９日から１月３日まで） 

プール使用についてのお願い 

 ( 1 ) 安全のため自分の責任において、健康状態を確認してからお入りください。 

( 2 ) 場内では、すべて係員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 

( 3 ) 小学生３年生以下は、入水できる保護者の同伴が必要です。 

( 4 ) 高校生・学生の方はプール利用券等の購入時には、学生証の提示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

す。 

( 5 ) 次のような方は、入場を遠慮してください。 

 1 伝染病・心臓病・皮膚病などの疾患や、高・低血圧などで医師から水泳が不適当とされている

人。 

 2 酒気をおびている人。 

( 6 ) 施設内外はすべて禁煙です。プールサイドはすべりやすいので走らないでください。プールサ

イ 

ドでの飲食はできません。補水の場合は認めます。 

( 7 ) 場内では、風紀を乱す行為や、悪ふざけ、他人に迷惑をかけるような行為はしないでくださ

い。 

( 8 ) プールに入る前には、シャワーをじゅうぶんに浴び、準備体操をしてください。 

( 9 ) 化粧品・整髪料等を使用している方は、プールに入る前に必ず落としてください。 

( 10 ) 入水時は、水泳帽（プールキャップ）の着用が必要です。プールサイドでは、必ず水着の着用

を 

してください。 

( 11 ) 飛込、潜水はおやめください。 

( 12 ) けがをした場合、気分の悪くなった場合、不愉快な行為を受けた場合は、すぐ係員にお知らせ

く 

ださい。 

( 13 ) 浮輪・水中メガネ・シュノーケル等の遊具（競泳用ゴーグルを除く）を持ち込まないでくださ

い。 

( 14 ) カメラ・携帯電話・ビデオカメラ等による撮影は、特別な場合を除いて禁止です。 

( 15 ) 貴重品・衣類等の紛失・盗難について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ので、各自で注意してくだ

さい。 

 



 
Tottori Prefectural Higashiyama Pool Policy and Rules 
 

Opening hours  

・25m pool  10:00 to 20:00 

・50m pool  10:00 to 17:00( 15 June to 15 September)  

※10:00 to 18:00 (20 July to 30 August) 

Closure  

・Every Wednesday 

・Year end (29 to 31 December) 

・New year (1 to 3 January) 

 

Policy and Rules 

(1)  Swimming is at your own risk. 

(2)  Please follow pool staff instruction.  

(3)  Children under the age of 9 must be accompanied by a responsible person.  

(4)  Please show student card at the entrance if you are high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5)  Please refrain from entering the pool if you are:  

1  suffering from contagious, heart disease, skin infection, high or low blood pressure or other health 

problems without prior medical consultation and permission from your doctor 

2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6)  No running, smoking, food or drinks in the poolside. But water supply is fine.  

(7)  No boisterous, rough play or any similar behavior in this facility is prohibited.   Please inform pool   

staff immediately if you see any of these behaviors. 

(8)  Please shower before entering the pool. 

(9)  Please remove makeup or hairstyling product before entering the pool. 

(10)  Please wear swim cap before entering the pool. 

(11)  No jumping into the pool and diving in the pool. 

(12)  Please inform pool staff immediately of injury or sickness for first aid assistance.  

(13)  Don’t bring floating ring, diving googles and snorkel, or any play equipment (except training    

equipment). 

(14)  Shooting by any devices is prohibited except special cases. 

(15)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ft or loss of any personal belongings. 

 



  

 

도또리현 운영 히가시야마 수영장 이용 안내 
 

개관시간  25m 수영장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50m 수영장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매년 (6 월 15 일부터 9 월 15 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휴관일  매주 수요일 

 연말 휴관일 (매년 12 월 29 일부터 12 월 31 일부터) 

 연시 휴관 (매년 1 월 1 일부터 3 일까지) 

 

수영장 이용에 관한 부탁 

 

(1) 안전을 위해 각자의 책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신 후 입장하십시오. 

(2) 수영장 내부에서는 수영장 요원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3) 초등학교 3 학년이하어린이는 같이 입수하실 수 있는 보호자를 꼭 동반하십시오. 

(4) 고등학생 및 학생은 수영장 이용권 등의 구매 시, 학생증 제시를 부탁할 경우도 있습니다. 

(5) 입수 시는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수영장 주변에서는 꼭 수영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6)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7)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입장을 사양하시길 바랍니다. 

1  전령병, 심장병, 피부병 등의 질환이나 고/저 저혈압 등 의사에게 수영 금지의 진단을 받으신 분 

2  음주하신 분 

(8) 수영장 내부에서는 풍기 문란 행위 및 지나친 장난이나 타인에 폐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9) 시설 내부 및 외부는 흡연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영장 내부에 음식물 반입은 불가입니다. 

(10) 화장품 및 헤어 왁스 등을 사용하신 분은 수영장에 들아가기 전에 꼭 씻어주십시오. 

(11) 다이빙 및 잠수는 하지 마십시오. 

(12) 다치거나 기분이 안 좋으신 경우나 불쾌한 행위를 당한 경우는 즉시 수영장 요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본 수영장에서는 응급조치 이외는 할 수 없습니다. 

(13) 수영장 주위는 미끄러우니 뛰지 마십시오. 

(14) 튜브, 수중 안경, 스노 쿨링 등 물 놀이용 제품 (경기용 물안경은 제외) 반입은 금지됩니다. 

(15) 카메라, 휴대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사용한 촬영은 금지입니다. 

(16)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및 옷 등을 분실 한 경우 본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