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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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면제, 청구권 포기, 위험 인수, 변상에 대한 계약서
(이하 ‘면책 계약서’로 칭함)

이 면책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과실, 계약 위반 또는 OCCUPIERS LIABILITY ACT
위반에 대한 소송권 또는 사고에 따른 보상 청구권 등 특정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름의 첫글자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면책 계약서는 앞으로 모든 야생 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됩니다.
성명

성

주소

도로(길) 이름

국가

이름

시

우편번호

이메일(옵션)

도/주

생년월일: 일 / 월 / 년

연령

수신: BELLA COOLA HELI SPORTS INC, 0811426 B.C. LTD, BC HELI INVESTORS INC., 1166813 B.C. LTD., 1367924
B.C. LTD., WEST COAST HELICOPTERS MAINTENANCE & CONTRACTING LTD, SKYLINE HELICOPTERS
LTD., WHITE SADDLE AVIATION, TWEEDSMUIR PARK LODGE, EAGLE LODGE, WHITE SADDLE RANCH,
SAND CREEK RANCH, TERRA NOSTRA GUEST RANCH, MAPLE LEAF ADVENTURES, MAGNIFICENT SEVEN
RESORTS LTD, THE MANUFACTURER AND THE DISTRIBUTOR OF THE AVALANCHE AIRBAG SYSTEM, HIS
MAJESTY THE KING IN RIGHT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이들의 이사, 간부, 직원, 가이드,
대리인, 독립 계약자, 하청 계약자, 대표자, 승계인 양수인, 기타 고객 및 헬리스키 참가자 전원(이하 총칭하여 ‘면책
대상자’라 함.
용어 정의
이 면책 계약에서 '야생 활동'이라는 용어는 면책 대상자가 제공, 주선, 조직, 수행, 후원 또는 승인한 모든 활동, 숙박, 교통,
이벤트 및 서비스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스키, 스노보드, 스노모빌, 하이킹, 스노슈잉 및 기타 형태의 오지 여행, 스키,
스노보드 또는 기타 장비의 대여 또는 사용, 시연,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과정, 헬리콥터, 스노우캣, 스노모빌 및 자동차를
이용한 적재, 하역, 이동, 어떤 식으로든 야생 활동과 관련된 기타 활동, 이벤트,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앞에서 언급된 사항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눈사태용 에어백 장치
눈사태용 에어백 장치(AAS)는 손으로 활성화 핸들을 당기면 팽창이 되는 에어백 시스템이 포함된 배낭으로 구성됩니다.
AAS가 일단 팽창이 되면 눈사태에 갇힌 사람이 눈의 표면 가까이에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잠재적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AS가 항상 팽창하는 것은 아니며 눈사태 동안 외상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사태, 산악 지대, 황무지 여행, 날씨 등의 위험 인수 – 본인은 각종 위험 요소가 야생 활동에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사태는 야생 활동 시 이용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자연력 또는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면책 대상자가 산악 지형이 야생 활동에 안전한지 여부 또는 눈사태 발생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야생 활동에 사용되는 지역은 통제 불가능하고, 표시가 없으며,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눈사태 외에도
많은 위험 요소가 수반됩니다. 이에는 눈처마, 크레바스, 절벽, 나무, 나무 아래의 눈구덩이 및 나무 그루터기, 개울, 바위,
반들반들한 바위, 쓰러진 나무, 눈 표면이나 아래의 구멍 및 패인 곳, 다양하고 힘겨운 눈의 상태, 설상차용 도로 및 도로 제방,
울타리 및 기타 인공 구조물, 눈 침하, 다른 사람, 차량 또는 물체와의 충돌, 가축 또는 야생 동물과의 조우, 균형 또는 통제력
상실,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일행이나 가이드로부터 낙오하거나 길을 잃음,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진균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 장비 고장, 부주의한 응급 처치, 다른 참여자 등 타인의 부주의, 면책 대상자
측의 과실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면책 대상자 측에서 야생 활동의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악 지대에서는
통신이 어려우며,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악의 기상 조건은 극심할 수 있으며 경고 없이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헬리콥터, 스노우캣 또는 스노모빌로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야생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 위험 및 위해요소를 알고 있으며 그러한 모든 리스크, 위험 및 위해요소와 개인 부상, 사망,
재산 손상 또는 그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을 자유의사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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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면제, 청구권 포기, 위험 인수, 변상에 대한 계약서
(이하 ‘면책 계약서’로 칭함)

이 면책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과실, 계약 위반 또는OCCUPIERS LIABILITY
ACT위반에 대한 소송권 또는 사고에 따른 보상 청구권 등 특정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름의
첫글자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면책 계약서는 앞으로 모든 야생 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됩니다.
수신:

BELLA COOLA HELI SPORTS INC, 0811426 B.C. LTD, BC HELI INVESTORS INC., 1166813 B.C. LTD., 1367924
B.C. LTD., WEST COAST HELICOPTERS MAINTENANCE & CONTRACTING LTD, SKYLINE HELICOPTERS
LTD., WHITE SADDLE AVIATION, TWEEDSMUIR PARK LODGE, EAGLE LODGE, WHITE SADDLE RANCH,
SAND CREEK RANCH, TERRA NOSTRA GUEST RANCH, MAPLE LEAF ADVENTURES, MAGNIFICENT SEVEN
RESORTS LTD, THE MANUFACTURER AND THE DISTRIBUTOR OF THE AVALANCHE AIRBAG SYSTEM, HIS
MAJESTY THE KING IN RIGHT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이들의 이사, 간부, 직원, 가이드,
대리인, 독립 계약자, 하청 계약자, 대표자, 승계인 양수인, 기타 고객 및 헬리스키 참가자 전원(이하 총칭하여 ‘면책
대상자’라 함.

스노우보더 및 텔레마크 스키어에 대한 공지 – 위험 증가
스노우보드 및 일부 텔레마크 부츠/바인딩 장치는 알파인 스키 부츠/바인딩 장치와는 달리 분리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스노보더나 텔레마크 스키어가 스키 브레이크 없이 안전띠나 고정 장치를
사용하면 눈사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책임의 면제, 청구권 포기, 변상에 대한 계약서
면책 대상자가 나로 하여금 야생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약인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OCCUPIERS LIABILITY ACT R.S.B.C. 1996, c. 337에 의거한 면책 대상자 측의 모든 주의 의무를 포함하여 과실, 계약
위반 또는 법적 주의 의무 또는 기타 주의 의무 위반 등 모든 원인으로 인해, 본인이 현재 또는 미래에 면책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본인이 야생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본인이나 직계친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피해, 비용 발생, 부상, 사망에 대해 면책 대상자를 면책합니다. 본인은 면책 대상자 측에서 야생 활동의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야생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제3자의 재산 피해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 대상자를
면책하고 변상하겠습니다.
3. 이 면책 계약서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될 경우에 본인의 상속인, 직계친족, 집행자, 관리자, 양수인 및
대리인에게 효력이 있으며 구속력을 갖습니다.
4. 본 면책 계약서 및 본 면책 계약 당사자들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다른 관할 구역 말고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법률만
적용되며 그에 따라서 해석됩니다.
5. 본 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에서만 제기되며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본 면책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은 이 면책 계약에 명시된 것 외에는 야생 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면책 대상자가 언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이나 표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이 면책 계약서를 읽었으며 이 면책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 또는 상속인, 직계친족, 집행인, 관리인, 양수인,
대리인이 본 계약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특정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 면책 계약서는 앞으로 모든 야생
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날짜 _______월_______일 20_______

고객 서명

입회인 서명

성명(정자체)

입회인 성명(정자체)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고객이 19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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