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선수 자격 동의서 (버전 2)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명칭)
종목

NPC 코드
성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일/월/년도)

남성 □

여성 □

이메일 주소(마케팅 수신을 원할 경우)

나는 나 자신, 나의 팀 또는 나의 경쟁자 또는 상대선수(지거나

본 자격동의서(동의서) 는 하계 패럴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IPC

이기거나)에 돈을 걸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대회들)를 제외한 IPC 참가 및 IPC 종목 대회 참여에 매우 중요한

한다면 막을 것이다. 나는 IPC 대회에 참가선수 수행과 관련된

서류입니다(기존 버전의 양식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것 이며, 대회 결과에

이 동의서는 아래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되며, 아래에 명시된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어떠한 돈이나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조항에 따라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시, IPC 대회에 출전
9.

참가를 하지 않을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된 마크와 관련된 모든 IPC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나는 IPC 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 받고, 대회 참가를 승인해준 것에 대한

10. 이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에 거주 국가 내 알맞은 법률에 따라

보답으로 동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합니다.
1.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이 결여될 경우, IPC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IPC 대회 기간 동안 촬영되거나, TV 에 나오거나, 사진이 찍히거나,

타당성과 확인을 받기 위해 나는 IPC 대회의 구체적인 법률과 미성년자

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김새, 목소리, 행동과 선수정보가

또는 그 행위능력 결여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포함된 기록된 영상은 어느 컨텐츠 및 포맷에 사용될 것 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IPC 대회,
패럴림픽 홍보 및 IPC 의 기념과 촉진 관련된 IPC 대회 기간 또는 대회

2.

개인정보 수집

후에, IPC 및 IPC 가 허가한 제 3 자(IPC 멤버 및 파트너 포함)에 의해

나는 이 동의서(개인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임을 확신합니다. IPC

미디어나 기술이 존재하거나 미래에 만들어 집니다.

대회에 적용하는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IPC 에 의해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IPC 대회
기간 동안 내가 촬영한 사진 및 영상들은 오직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인

1.

조직위원회(LOC), 주최 정부, 법률 강령, 국경 서비스, 보안 대행사 및

IPC 윤리 규정, 2015 IPC 선수 등급분류 규정, 고의 허위진술 규정, IPC

IPC(제

의료 규정, 선수 국가 정책, 스포츠 장비 정책, IPC 등록 정책, 무-사고

문서들을 IPC 홈페이지에서 때때로 찾을 수 있으며, 나는 이 문서를
읽고 이해함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4.

나의 IPC 대회 참가는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또는 IPC 의 승인을
받은 국가스포츠연맹(NF)를 통해 관리될 것이다.

5.

다양한 IPC 대회에서 IPC 에 의해 정해진 자격기준 및 참가기준을
수용합니다.

6.

페어플레이 및 비폭력 원칙을 준수하고 IPC 대회기간 중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준수하며,

특히,

세계반도핑규정

자)가

허가한

의해

IPC

대회에서

참여하고

소유하거나 계약한 서버로 이동 및 저장 포함)
2.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는 제 3 자에게 이동되며, IPC 대회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3.

IPC, 조직위원회 및 제 3 자는 조사 목적 및/또는 IPC 대회 조항, 규정 및
규칙 위반을 제기하고/거나 조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

4.

이 동의서 내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사용은 선수 평가 등을 포함한
IPC 에 명시적 합의에 기반이 된다.

개인 정보 허용

금지리스트에서

나는 NPC 또는 국내연맹(NF)에 연락함으로써, 데이터 보호법 하에 IPC 가
보유하는 정확한 개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 시,

나는 또한 사법당국 및 국경기관 등의 제 3 자들이 IPC 반도핑규정의

IPC 에 연락하고, IPC 대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시 이 동의서는 철회가

시행을 돕기 위해 나의 개인정보를 IPC 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의한다.
8.

기관에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복용하거나, 소유, 또는 밀거래 하지 않는다.

IPC

반도핑을

3

조직화하는데 관련된 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됩니다. (IPC 가

폭력 및 남용 정책, IPC 종목 기술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 그리고 내가
IPC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IPC, NPC 및/또는 국내연맹(NF), 조직위원회(LOC)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IPC, NPC 와/또는 국내연맹(NF),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3.

광고, 후원사 광고, 선전 그리고 의류 및 장비상의 제조사 마크와

IPC 대회에 관련된 어떠한 도박행위나 내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특히,

스포츠 기술 최고권한의 수용

나는 모든 IPC 대회기간 동안 대회, 대회장 및 등급분류 규정과 관련된
모든 규정인 스포츠 기술 규정(대회 및 경기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IPC 의 권한 하에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분쟁사항은 IPC 의 결정사항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스포츠기술 또는 등급분류규정과 관련된 결정사항은, 내가 출전하는
개별

IPC 대회에 적용되는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된 해당스포츠의

항소과정에 따른 결정사항을 넘어가는 추가적인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어떠한 항의, 중재 또는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떠한 법정이나 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결정사항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형태의 항소 및 중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자, 임원, 그리고 관중들을 부상 또는 다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나는 IPC 대회 장소로 가져가는 모든 소유물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IPC 는 이러한 소유물에 관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상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LOC 와 IPC 및 임원, 이사, 담당관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대리인 개개인을 IPC 대회에서 대회참가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손실,
부상 또는 위험에 관한 법적 책임(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으로부터
해방한다.
준거법
이 동의서는 영국의 법률을 따른다.

중재 승인

상세 연락처

나는 기간(합당한 최종 분쟁 해결 절차가 설정이 되지 않는다)동안 에
발생하는 스포츠기술 및/또는 등급분류 규정 이외의 영역에 있는 모든
분쟁사항은 IPC 오직 독립적인 패널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모두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IPC 독립 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항소할 수 없으며
강제적이다. 나는 주장, 중재 또는 소송에 대해 내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법정이나 재판소에서 경감을 위해 다른 서류를 물색할 것이다.

나는 이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IPC

본부 privacy@paralympic.org 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동의)
마케팅 정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규율

□ 나는 이러한 정보를 받기를 원할 때까지, IPC 대회, 패럴림픽 무브먼트 및

나는 이 동의서에 설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IPC 가 결정한

희망합니다.

IPC(및 그 파트너)의 행사 및 홍보와 관련하여 IPC(및 그 파트너)에서 정보 수신을

징계조치를 받는 점을 이해한다.
이 동의를 유무는 이 동의서 작성 완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마케팅

위험 수용 및 권리 허용

목적을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는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나는 내 책임하에 IPC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자신 및

것입니다. 동의를 할 경우, 이는 IPC 본부에 연락을 하여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privacy@paralympic.org

□ 나는 이 동의서의 모든 조항을 읽고 인정하며, 위에 서명한 참가자 이름과 아래에 있는 서명이 확실합니다.

선수 서명

날짜

부모/법적 보호자 이름

부모/법적 보호자의 서명

날짜

(해당되는 경우)

NPC 국가 이름

서명

날짜 및 도장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Adenauerallee 212-214
53113 Bonn, Germany

Tel. +49 228 2097-200
Fax +49 228 2097-209

www.paralympic.org
info@paralympi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