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투어
방문객 선언
프리맨틀 감옥 터널 투어는 가벼운 모험 정도의 체험이지만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 반이 걸리는 이
투어는 계단, 사다리, 고르지 않은 표면, 좁은 통로 및 작은 배 타기 등을 포함합니다. 방문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장비가 제공되지만, 이 체험에는 신체적 노력이 수반되고 적절한 수준의 체력과 신축성 그리고 유기적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투어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쇄공포증,
밀실공포증, 고소공포증, 현기증, 협심증 혹은 기타 심장 질환, 고혈압, 시각 장애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 착용이 아닌),
중증 혹은 통제 불가 천식, 당뇨병 혹은 간질, 사지 혹은 허리 부상, 혹은 기타 신체적 장애 혹은 도보, 사다리 타기, 제한된
공간 진입, 작은 페달 기구 타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이거나 수술 회복 중일 경우,
이 투어에 참여하지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거나 혹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과 투어 방문객 및 프리맨틀 감옥 직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다른 질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이 투어 참여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확실치 않을 경우, 투어 리더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들으십시오. 개인 소지품은 터널 투어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어 리더와 협의하여 필수 의약품을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천식 흡입기).
이 투어에서 지하 진입 조건은 프리맨틀 감옥에서 제공하는 안전 장비 착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객 선언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나는 12 세 이상이다.
2. 나는 자신 혹은 이 터널 투어를 하는 다른 참여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3. 나는 음주 측정에 기꺼이 응하며 만일 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이 터널 참여가 금지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어떤 약물 형태의 영향 하에 있지 않다.
5. 나는 투어 리더의 명백한 허가 없이는 이 투어에 개인 소지품을 지니지 않는다.
6. 나는 프리맨틀 감옥이나 터널의 어떤 부분도, 그리고 나에게 제공된 장비의 어떤 부분도 손상하거나 더럽히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7. 나는 투어 리더의 지침을 항시 준수하고 따르며 다른 방문객의 터널 투어 체험을 존경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에 언급한 사항의 어느 부분이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환불 없이 투어에서 제외될
것이다.
나는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보증합니다.
8. 나는 나의 책임 하에 프리맨틀 감옥 구역에 들어와 있다.
9. 프리맨틀 감옥은 기존의 질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 손해 혹은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프리맨틀 감옥이 나에게 제공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나 자신이 손실, 손해 혹은 부상을
입을 경우, 본인은 프리맨틀 감옥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 따라서 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현재 혹은 언제라도 프리맨틀 감옥 터널 투어 혹은 이 선언서에 언급된 기타
상황에서 본인이 연관된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프리맨틀 감옥, 서호주 정부 및 그 공무원들과 대리인들을
면제시킨다.
11. 나는 프리맨틀 감옥에서 본인에게 차후 보상 없이 어떤 목적으로든 본인을 찍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복제할 것을
인가하며 프리맨틀 감옥에서 본인에게 제공되거나 본인이 구매한 사진은 프리맨틀 감옥에 지적 재산권이 있으며
프리맨틀 감옥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든 본인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12. 프리맨틀 감옥 터널 투어에 참여할 결정은 나 자신이 하였다.

이름: ………………………………………….

자택 주소: ……………………………….

서명: ……………………………………………………………………….

부모/보호자 서명 (해당될 경우): ………………………………….
12 세 및 17 세 사이의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서명도 있어야 합니다.

………………………………………………….. (우편 번호)

날짜: ………………………..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이 이 양식에서 제공하신 정보는 개인적이며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로 간주되며 차후에 필요할 경우 프리맨틀
감옥 터널 투어 참여 확정 과정으로만 사용되며 그러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제 삼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마케팅 혹은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