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책 및 위험 고지
(General Liability Release And Express Assumption Of Risk)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35 오션빌딩3층, (우)12784
전화:070-8806-6273  팩스:031-761-6283  Email:hq@tdisdi.co.kr
SDI에서 인정하는
(과정명 기입)스쿠버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
음 사항을 잘 읽고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각 단락 앞에 교육생의 이니셜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본인,(교육생 성명)                                      은(는)  스쿠버 다이빙 고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압축 공기 또는 나이트록스(Nitrox)를 이용하여 다이빙하는 것이 감압병, 공기 색전증, 산소 독
성, 기체 마취, 수중생물에 의한 상해, 압력 상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과
인증 취득을 위한 개방수역 다이빙은 재압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은 다이빙 장소에 가까운 재압실이 없더라도 다이빙 강습에 자의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강사                           씨, 다이빙 센터                                , 교육 기관, 사무실, 이사, 주주, 관계 회사,
직원, 에이전트, 상속인 등은 물론 훈련과 인증에 사용되는 교재, 테이블 등의 저자(이후 “면책 대상”이라 칭함)
에게 나를 비롯하여 내 가족, 상속인, 양수인 등이 내가 이 다이빙 과정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또는 면책 대상
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태만에 의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상과 손해에 대하여 법적인 의
무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 과정에 참가하면서 이 과정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내가 이 과정에 참가하는 동안 나에게 일
어날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와 상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 참가하면서 이 과정과 면책 대상자들에게 나는 물론 가족, 양도자, 상속자 등 나를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 중이나 인증서를 받은 후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거나 고소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나는 다이빙 활동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것과, 교육 중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심장 발
작이나 공포감, 초과호흡, 산소 독성, 기체 마취, 익사 등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들었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술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과 면책 대상자
들에게 앞에 열거된 상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런 다이빙활동에서 무호흡으로(공기 고갈시) 상승할 수 있는 능력 범위보다 더 깊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장비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과 본인이 장비들에 대한 작동 상태,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면책서에 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연령이며 법적인 자격이 있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승락서를 취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이 면책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단지 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적으
로 제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의서의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조항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정에서 무효화 되거나 집행 불가능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이 해당 조항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동의서는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 판정을 받은 조항이 처음
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석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 서류는 강사                                     (씨) 와 강습을 실시한 기관                                   및 교육기관
인 SDI 또는 TDI와 관계자, 그리고 앞에 기술된 면책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적극적 또는 수동적 결과로 발생하
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상(死傷),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면책과 위험 고지에 대한 내용을 잘 읽고 이해 하였으며 내 자신의 의지로 서명하였습니다.
이 양식은 SDI(Scuba Diving International)의 모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수정, 변경, 누락, 교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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