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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6481/RBK/1021 

 

책임 면제, 권리 포기, 위험 예상 및 보상 계약서 

(이하 “면제 계약서”) 

본 면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이에 뒤따른 사고에 이용계약 또는 이용객관련법 불 이행이나 

위반에 관하여 대한 소송 또는 보상 청구를 포함한 특정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세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향후 모든 야외활동 참 가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니셜 

 

 

성명 
 

성 
 
이름 

 

주소 
 
번지수/도로명 

 
도시 

 
주/도 

 국가 
 

우편/우편번호 
 

이메일(선택사항)  출생연월일   일/월/년 나이 
 

면제 대상:  여왕 폐하 권한하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눈사태 에어백 시스템 제조자와 배급자인 BELLA COOLA HELI SPORTS 

INC, 0811426 B.C. LTD, BC HELI INVESTORS INC., 11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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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EWELL’S ALPINE WILDERNESS ADVENTURES (1993) LTD., TERRA NOSTRA GUEST RANCH, 
MAGNIFICENT SEVEN RESORTS LTD,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HE MANUFACTURER & THE DISTRIBUTOR OF THE AVALANCHE AIRBAG SYSTEM 

및 그들 각자의 이사, 임원, 직원, 가이드, 대리인, 청부인, 하청업자, 대표, 후임자 및 파견자 (이하 통칭하여 “면제자") 

정의 

In this Release Agreement, the term "wilderness activities" shall include all activities,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events and 
services provided, arranged, organized, conducted, sponsored or authorized by the Releasees and 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use of a via ferrata, hiking, fishing, paintball, skating, skijoring, mountain biking, electric biking (e-biking), wildlife viewing, river rafting 
and drifting, rock-climbing, all forms of skiing, snowboarding, snowmobiling, snowshoeing, and other forms of backcountry travel; 
rental or use of skis, snowboards or other equipment; demonstrations; orientation and instructional courses; loading, unloading and 
travel by or movement in or around helicopters, snowcats, snowmobiles, boats and motor vehicles; and other activities, events and 
services in any way connected with or related to wilderness activities. 

눈사태 에어백 시스템 

눈사태 에어백 시스템(이하 "AAS")은 수동으로 작동 핸들을 잡아당겨서 부풀리는 에어백 시스템과 일체가 된 배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AS가 부풀려지면 눈사태를 만난 사람을 눈 표면에 가까이하도록 도와주어 생존 기회를 증가합니다. AAS는 항상 부풀려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눈사태가 일어나는 도중에 발생하는 외상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예상 - 눈사태, 고산 지대, 야생 여행, 날씨 등.  나는 야생 운동에 각종 위험요소가 포함됨을 알고 있습니다. 야생 운동에 이용되는  

지형에서 빈발하는 눈사태는 자연의 힘에 의하거나 해당 지형을 지나는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면제자가 산악 지형이 야생 

운동에 안전한지 또는 눈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야생 운동에 이용되는 지형은 관리가 

되지 않았고 표시가 없으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뿐더러 눈사태마저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눈 처마;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 절벽; 나무, 나무 벽 및 나무 그루터기; 냇물; 암석; 바위; 함정; 눈 위 혹은 눈밑의 

구덩이와 함몰; 눈 상태의 가변성과 예측의 어려움; 설상차로와 비탈길, 울타리 및 기타 인공지물; 다른 사람 혹은 대상과의 충돌 혹은 충격; 

길을 잃거나 본인의 그룹 또는 가이드와 분리;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부적절한 장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진균성 감염병증, 다른 사람의 부주의 및 면제자 측에 의한 부주의. 나는 부주의가 면제자 측에서 야생 운동의 위험요소로부터 

적당한 절차의 아닐시 ~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 시오 보호조치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함을 이해합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연락이 어려우며 사고 발생 시 구원과 의료 처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 기상 조건은 혹독할 수 있으며 예고 없이 급속하게 변할 

수 있어서 헬리콥터, 설상차 또는 스노모빌에 의한 이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야생 운동과 관련한 위험요소들을 알고 있으며 모든 위험요소와 가능하게 발생할 개인적인 부상, 사망, 재산피해 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스노보더와 텔레마크 스키어에 대한 통보 - 증가된 위험 

산악 스키 부츠 바인딩 시스템과는 달리 스노보드와 일부 텔레마크 부츠 바인딩 시스템은 풀릴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아서 보통은 안 풀립니다. 

스키 브레이크가 없이 안전 끈이나 보유 장비를 사용하는 스노우 보더 또는 텔레마크 스키어는 눈사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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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향후 모든 야외활동 참 가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니셜 

 

면제 대상:  여왕 폐하 권한하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눈사태 에어백 시스템 제조자와 배급자인 BELLA COOLA HELI SPORTS 

INC, 0811426 B.C. LTD, BC HELI INVESTORS INC., 11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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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EWELL’S ALPINE WILDERNESS ADVENTURES (1993) LTD., TERRA NOSTRA GUEST RANCH, 
MAGNIFICENT SEVEN RESORTS LTD,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HE MANUFACTURER & THE DISTRIBUTOR OF THE AVALANCHE AIRBAG SYSTEM 

및 그들 각자의 이사, 임원, 직원, 가이드, 대리인, 청부인, 하청업자, 대표, 후임자 및 파견자 (이하 통칭하여 “면제자") 

 

책임 면제, 권리 포기 및 보상 계약서 

면제자가 야생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동의합니다: 

1. 면제자에 대한 현재 또는 앞으로 있을 모든 불만을 포기하며 나의 야생 운동 참여로 하여 모든 원인 즉 과실, 계약 위반 또는 

모든법에 명시한 규정 혹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정제정법에 규정한 사용자 책임법(1996, c. 337)에 준하는 모든 주의의무를 

포함한 기타 주의의무 위반으로 하여 내 본인과 가장 가까운 친인들에게 발생할 모든 손실, 손상, 비용 또는 사망을 포함한 

부상에 대한 면제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 나는 부주의가 면제자 측에서 위에 언급된 야생 운동의 위험요소로부터 적당한 

절차의 아닐시 ~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 시오 보호조치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함을 참여하는 이해합니다; 

2. 면제자에게 나의 야생 운동 참여로 인하여 모든 제삼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산 피해 혹은 개인적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내가 사망하거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이 면제 계약서는 나의 상속인, 가까운 친척, 유언 집행자, 관리자, 양수인 및 

대표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4. 본 면제 계약서와 모든 권리, 의무 및 본 면제 계약서 쌍방의 의무는 전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에 따라 집행하고 해석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법의 관할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5. 본 면제 계약서 쌍방이 연루된 소송은 전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루어지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속 법정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면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나는 본 면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야생 운동 안전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그 어떤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진술 혹은 성명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 면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나는 계약서를 읽어보고 전부 이해하였음을 분명히 하며 본 면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나 혹은 나의 

상속자, 가까운 친척, 유언 집행자, 관리자, 양수인 및 대표자는 면제자를 상대로 특정 법적 권리를 포기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이 조항은 향후 모든 야외활동 참 가시 적용되어야 한다. 

 

서명일:   20        년                      월                일 

 

이용자 서명 

증인 서명 

 

인쇄체 성명 

인쇄체 성명 

 

19세 미만의 이용자일 시 부모나 후견인의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