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포 큐 아
재단
"우리 함께 화해의 다리를 건너갑시다"
하와이, 평화가 시작되다

2017 세계평화 한반도 통일 10K 달리기/걷기대회
와이키키 하와이
알라모아나 공원 – 알라모아나 – 카라카우아 – 카피오라니 공원 –카라카쿠아 – 알라모아나 – 알라모아나 공원
행사 날짜 및 시간: 2017 년 10 월 7 일, 토요일 경기시작: 오전 7:00
장소: 알라모아나 매직 아이랜드
참가비:
$30.00 티셔츠 포함/$2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1 차 마감일:7 월 22 일 2017 년)
$40.00 티셔츠 포함/$3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2 차 마감일:9 월 22 일 2017 년)
$50.00 티셔츠 포함/$4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경기 당일)
최종우편등록 마감일:9 월 26 일 2017 년 까지 접수 되어야 하며 이후 경기 당일 접수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함.
우편등록: 참가비를 수표로 사용하실 경우 수취인은 스포큐아 재단 (SPOCUA Foundation) 주소: 95-1183 Laipu St
Mililani Hi 96789.
온라인 등록: https://www.flpregister.com/274 9 월 26 일 2017 년 까지 우편 등록 신청서 www.spocua.com
경기번호 교부 장소 및 일시: Runner Route. 1322 Kapiolani Blvd. 토요일 9 월 30 일 오전 10 시 – 오후 2 시, 경기 당일 오전
6 시부터 6 시 50 분까지 교부함
시상: 남녀 각 각 전체 1 위, 남녀 나이별 1,2,3 위, 15-18 세, 19-29, 30-39, 40-49, 50 세 이상, 시상식: 8 시 30 분.
행사감독: 김 영금 861-3925 or info@spocua.com
주최: 스포큐아 재단 (체육 문화 교육재단)
절취선------------------------------------------------------------세계평화 한반도 통일 10Km 달리기/걷기대회
성별:

남

여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기당일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영문) 성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비:

$30.00 티셔츠 포함/$2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1 차 마감일:7 월 22 일 2017 년)
$40.00 티셔츠 포함/$3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2 차 마감일:9 월 22 일 2017 년)
$50.00 티셔츠 포함/$45.00 티셔츠 포함 군인 및 학생 (경기 당일)

티셔츠 사이즈 (어른기준)

_S

_M

_L

_XL

_XXL

기부금 비영리 재단 56-2484906

Waiver & Release Statement
I know that running a road is a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y. I should not enter and run unless I am physically able
and properly trained. I know that there will be traffic on the course route; I assume that risk of running in traffic. I
assume any and all other risk associated with this ev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ails, contact with other
participants, the effects of weather, including high heat and humidity, and the condition of the course, all such risks
are understood and acknowledged by me. Knowing this fact and on consideration of your accepting my entry, I hereby
for myself, my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or anyone else who might claim on my behalf, covenant not to sue, and
wave, release, and discharge Young K. Kim. Sponsors, this event’s officers, members, volunteers-agents, successors,
assigns or any one acting on their behalf, from any all claims of liability for death,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of whatsoever nature, arising out of or in the course of my participation in this even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세 이하 보호자 서명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