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및 면제 인정서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전화/휴대폰: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및 주소(18세 미만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한 본인(면제자)은 18세 이상으로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이벤트”)에 참석하도록 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을 위하고, 본인의 상속자, 유언 
집행자, 행정인, 양도인은 본인의 이벤트 참석 또는 이벤트와 관련한 모든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신체 부상 또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인명 피해, 사망 및/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또는 이를 사유로 한 법적 또는 재산적인 주장, 요구, 행위 또는 행위 권리 및 모든 
유형의 종류 또는 성격으로부터 뉴욕주,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 사무국, 
사무국의 관리, 직원, 중개인, 후원자 및 대리인, 이들의 상속자, 행정인 및 유언 
집행자(이하 "피면제자")를 면제시키고 영원히 제외시킵니다. 

본인은 본인이 참석하기로 선택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에 관련된 위험을 잘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벤트에 참석할 만큼 신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유자격의 
의료진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벤트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본인은 이 면제서에 서명함으로써 태만 행위 또는 생략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면제자를 절대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상을 당했고, 이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부상이 피면제자 측에서 발생한 전체 또는 일부의 태만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결될 경우, 본인은 이러한 주장의 변호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피면제자 측 또는 보험사에 보상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응급 조치 및/또는 의학적 치료를 허락합니다. 또한 
본인이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담당 의료 직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승인 양식과 기타 적합한
의료 서류를 이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은 의학 치료를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본인의 이벤트 참석에 따른 부수적 방식 및 본인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공식 다큐멘터리, 스폰서 광고 또는 이벤트의 독점 
TV 보도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등록 절차에서 본인이 제공한 내용이 본인의 최선의 지식에 기반하여 사실이고
정확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 정보 중 특정 부분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벤트 
관리자가 본인의 참석을 제외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면제자는 이 해제, 포기, 위험 및 면제 동의서의 이행이 뉴욕주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광범위적, 수용적인 것으로 의도되고, 이 동의서의 특정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나머지 내용의 시행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유효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위의 포기 및 면제서를 자세히 읽었고,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 행동으로서 이 면제서에 서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면제자 서명 일자



 
18세 미만 신청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면제서 

 
본인은 다음에 이름이 나열된 미성년 자녀의 부모 및/또는 법적 보호자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위에 설명된 이벤트의 본인의 자녀가 참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 중에 자녀에게 주어진 정보 및/또는 이벤트 주최자가 제공한 
정보를 모두 검토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본인과 자녀를 대신하여 위에 명시된 포기 
및 면제서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최선의 지식에 기반하여 자녀에 관한 정보 등 본인이 
이벤트 주최측에 제공한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합니다. 이 정보 중 특정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본인은 이벤트 관리자에게 자녀의 참석을 제외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