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성

집 주소

국가 우편번호

(호텔 등이 아닌 자택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드니 하버 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 (‘브리지’)에 오르기 전, 모든 참가자(‘등반자’)와 그 법적 부모/보호자(해당되는 경우)는 이 문서의 
중요한 정보를 읽어야 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등반입니다.

긴급 연락처 이름 연락 전화 번호

이번이      번째 등반입니다 (등반을 완료한 횟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임신 중.

지난 6개월 이내에 발작 증세.보청기 착용 중.

간질이 있으나, 최소 6개월 동안 발작이 없었음.본인은 75세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음. 의학적으로 진단 받은 어지럼증

최근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회복 중. 이동 또는 균형 능력 문제.

사지, 관절, 허리 부상 또는 현재 골절.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팔다리가 없거나 팔다리가 다름.

당뇨병 시력이 나쁘거나 실명했음

저혈압 (복용약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건강 문제

고혈압 (복용약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항 없음

등반 중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음.

모든 등반자와 그 법적 부모/보호자(해당되는 경우)는 이 양식을 작성하기 전 건강 및 안전정보를 포함하는 BridgeClimb Sydney의 사전 등반 
체크리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현재 건강 또는 신체상태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등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경우, BridgeClimb Sydney 팀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등반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도, BridgeClimb Sydney의 합리적인 견해로 귀하가 등반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BridgeClimb Sydney가 귀하의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오늘 등반을 해도 되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중 귀하에게 
현재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네모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등반자의 건강과 안전

BridgeClimb Sydney 팀원이 귀하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해 의논하고자 할 수도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논의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건강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BridgeClimb Sydney의 개인정보보호 선언문에 의거 취급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귀하의 GP가 서명한 체력 증명서
(Certificate of Fitness)를 제출하고 등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당일에 가져오십시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을 진실되게 선언합니다.

1.  본인은 이 등반자 선언문 및 법적고지 양식, BridgeClimb Sydney의 건강 및 안전 정보와 BridgeClimb Sydney의 거래약관(통칭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2.  본인은 필요한 시간 내에 등반을 완료하기 위해 본인의 건강과 능력을 참작했습니다. 본인은 자신과 다른 등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3.  본인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기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브리지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브리지의 부품이나 마모된 부품을 포함하여 BridgeClimb Sydney 또는 도로해양서비스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 (‘RMS’))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다른 등반자를 방해하거나, 안전 또는 보호에 관한 농담을 하거나 또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등반을 수행하는 등반 리더를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1.  본인은 만약 이 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반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BridgeClimb Sydney, RMS 및 
BridgeClimb Sydney 상품의 모든 소매업자(통칭,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책임 및 면책에 대한 중요한 제외와 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다시 
읽고 싶은 경우 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은:

a. 등반자이며 18세 이상입니다, 또는

b. 등반자이며 법적 부모나 보호자 없이 등반하는 미성년자이지만, 이 양식에 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 또는

c.  등반자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등반자를 대신하여 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왜냐하면, 등반자는 18세 미만이며 그리고/또는 이해력이 없습니다(이 계약서에서 ‘본인’, 
‘본인을’, ‘본인의’에 해당하는 언급은 이 양식에 기재된 등반자를 지칭합니다(2항 제외)).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제공할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합니다. 

등반자 선언문 및 법적고지 양식
오늘 등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인 어린이

뒤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Korean Declaration Form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추가 선언문 및 법적 고지
8-15세 어린이와 함께 등반하는

Ottto Holdings (Aust.) Pty Ltd 2010, ABN 56 079 564 346 (거래자명: BridgeClimb Sydney ®)

개인정보보호 선언문 BridgeClimb Sydney는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개인적인 것이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떠한 마케팅이나 홍보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판매되거나 배포되지 않습니다. 등반 후, 이 양식은 귀하의 참여 확인 목적이나 소송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양식과 관련된 질문은 Privacy Officer, BridgeClimb 
Sydney, 5 Cumberland Street, The Rocks NSW 2000, Australia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반자/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해당되는 경우) 서명 날짜

귀하는 18세 이상이고, 이해력(위에 정의됨)이 있거나 등반자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기술된 임의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ridgeClimb Sydney 팀원과 상의해 주십시오.

3. 본인은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BridgeClimb 및 RMS의 사업장에 들어왔고, 머무르며, 등반에 참여합니다.

4.  이 등반은 위험요소가 포함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신체 부상 또는 사망,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정신적 피해나 고통, 소지품 손상 등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건강, 능력 및 행동이 이러한 위험에 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등반 중에 제공되는 모든 개인 안전 및 보호 장비를 지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어떠한 안전 및 보호 장비나 브리지의 장비도 제거하거나 손대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등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어야 하며, 어떠한 약물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약제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7.  본인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응급처치를 먼저 실시하고 본인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지원을 제공하거나 요청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BridgeClimb 
Sydney의 거래약관 제 9항에 의거 BridgeClimb Sydney의 책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할 것에 동의합니다.

8.  BridgeClimb Sydney와 그 공인 하도급업체는 본인의 사진을 보상 없이 BridgeClimb Sydney가 또는 BridgeClimb Sydney를 대신하는 전시 및 판매를 포함한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 및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  BridgeClimb Sydney가 확보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BridgeClimb Sydney의 소유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승인한 다른 사람은, 이 사진을 임의의 공급업체 또는 임의의 
공급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포함하는 여하한 상업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BridgeClimb Sydney는 이 선언에 의존하며 등반에 대한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를(을) 대신하여 이미 서명된 등반자 선언문 및 법적고지 양식을 받게 됩니다. 8-15세 어린이들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추가 의무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 양식의 선언문과 의무사항을 읽으신 다음, 아래 선언문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 문서에 서명을 하시면 다음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돌보는 각 어린이의 건강과 요구되는 시간 내에 등반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했음을 진실되게 선언합니다.  본인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른 
등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본인이 돌보는 어린이(들)가(이) 등반 중에 제공되는 모든 안전수칙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BridgeClimb Sydney 팀원을 도울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돌보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등반 장비와 복장을 예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예시대로 유지하며 또는 BridgeClimb Sydney 팀원이 지시한대로 조절하게 
함으로써 등반 중 BridgeClimb Sydney 팀원을 도울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항상 본인이 돌보는 모든 어린이들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정에 없는 등반 경로 이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필요로 하든 또는 본인이 
돌보는 어린이들 중의 한 명이 필요로 하든 상관 없이, 본인이 돌보는 모든 어린이들과 본인이 함께 이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

이름

이름

성

성

성

나이

나이

나이

법적 부모/보호자 이름 성

법적 부모/보호자 이름 성

어린이 1

어린이 2 

어린이 3

본인은 다음 어린이들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어린이 등반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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