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장 이용약관
목적
제 1조
당사가 운영하는 스키장에서 스키 및 그 밖의 설상 스포츠와 놀이를 하실 경우에는 이 약관에 정한 규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내 스키 등 안전기준’ (전국 스키 안전대책 협의회,
1994 년 8 월 개정판)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 풍습에 따릅니다.
고지
제 2조
당사가 운영하는 스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도록 고지합니다.
2）스키(스노보더는「스키」를「스노보드」로 해석해 주십시오. 그 밖의 허가된 활주용구도 이와 같습니다.)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주의하며 조심해 주십시오.
1. 눈, 바람, 안개 등 기상조건에 의한 위험
2. 절벽 및 울퉁불퉁한 지형 등에 의한 위험
3. 아이스반, 눈사태 등 눈의 상태에 의한 위험
4. 바위, 나무 등 자연 장해물에 의한 위험
5. 리프트 시설, 건물, 설상차량 등 인공 장해물에 의한 위험
6. 다른 스키어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
7. 자신의 과실에 의한 위험
3）스키장 관리구역 밖으로는 나가지 마십시오. 관리구역 안에서라도 코스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4）보호자는 항상 자녀분이 단독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5）당 스키장은 이 고지 및 제 3 조에 정해진 스키장 행동규칙의 무시 및 경시로 인한 사고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제 2 항 부터 제 5 항까지의 사항을 동의할 수 없는 분은 이 스키장에서의 스키 이용을 거절합니다.
행동규칙
제 3조
당사가 운영하는 스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1.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2. 지형, 날씨, 설질, 기능, 몸상태, 혼잡 등의 상황에 맞춰서 스피드를 조절하고 언제라도 위험을 피해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3. 앞에 있는 사람의 활주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추월할 때는 추월할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십시오.
5. 활주하기 전, 합류할 때, 경사면에서 옆으로 틀때에는 위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해 주십시오.
6. 코스 안에서 앉으시면 안됩니다. 좁은 장소와 위에서 안보이는 곳에서는 멈추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경우는 빨리 일어나
코스가장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7. 오르거나 걸을 때, 멈출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십시오.
8. 스키, 스노보드, 설상 활주용구에는 리슈코드를 부착해 주십시오.
9. 게시, 표식, 장내 방송 등의 주의를 지켜주시고 스키장 안전요원과 스키장 담당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10.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구조활동과 통보에 협력하며 당사자,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자의 책임
제 4조
당사는 스키장 이용자가 법령 혹은 이 스키장 이용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사가 손해 또는 경비 부담을 해야 할 경우는 그 이용자에 대해
손해 배상 및 당사가 부담한 경비 지불을 요구합니다.
2）당사는 스키장 이용자가 이 약관의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스키장 관리구역 밖으로 나가 본인 또는 동료 등으로 부터 당사에 조난
구조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당사 단독 또는 당사와 관련있는 관공서와 협력하여 구조활동을 합니다.
당사는 구조활동 종료 후, 수색 및 구조에 든 인건비, 설상차량 비용, 케이블 운행비, 조명 전기요금, 그 밖의 부담경비의 내용을 명시하여
지불을 요구합니다.
3）당사는 당사의 관리구역 내의 스키, 스노보드 및 새로운 설상 활주용구의 일시 보관장소와 주차장에서의 도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에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4 년 8 월 24 일부터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