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동의서 양식
• 공기 주입 기구 타기 및 게임
• 스포츠, 춤 또는 운동 활동을 기반으로 한 클럽 및 활동
• 도구 사용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학교는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참여자와 학부모는 훈련, 영양, 적절한 기술, 안전 절차 및 적절한
장비가 이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임을 알아야 합니다. 각 참여자는 지도 교사의
지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참여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공기 주입 기구 및 게임의 사용, 스포츠, 춤 또는 운동 활동을 기반으로 한 클럽
및 활동과 정원 일 또는 공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참여와 관련된 특정
위험, 위협 및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근육 염좌, 타박상, 상처, 찰과상, 골절, 탈골,
접질림, 두부 손상, 뇌진탕, 완전 마비 또는 부분 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심각한
목/척추 부상, 뇌 손상, 시각 상실, 모든 내부 장기의 심각한 상해, 모든 뼈, 관절, 인대,
근육 및 힘줄의 심각한 상해, 타박상, 전위, 골절, 그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삶이나 생활 행동을 누리는 것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다른 심각한 신체 상해 포함.
참여와 관련된 본질적 위험, 위협 및 위험 요소는 사망까지도 포함합니다.
(학부모 이니셜)
우리는 텀블링 및 곡예 등 특정 활동의 부상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학부모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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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활동/클럽의 본질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활동/클럽에 내재한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험을 검토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및 인정하고 활동/클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이니셜)
우리는 (학생 성명)이(가) 이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의학적 또는 신체적 조건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학부모 이니셜)
나는 유자격 응급 의료 전문가가 상기 학생을 진찰하고, 상해 또는 심각한 질환 시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부모 이니셜)
학구 교직원이 상기 학생을 데리고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교직원과 학구 모두
사고, 상해, 질환 및/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부모 이니셜)
나는 우리 가정이 상기 학생이 입을 수 있는 상해에 필요한 의료적 치료 또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데 충분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학부모 이니셜)

상기 진술을 읽고 이니셜을 기재함으로써, 나는 이 문서를 읽었으며 이 자발적 학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위험을 완전히 이해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학생과 함께 콘텐츠를 검토했으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증명합니다.

부모/보호자 성명(성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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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