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egate Code of Conduct 
대사단 행동 강령 

 
 
In consideration of attending KMUN 2021, I, ______________: 
나는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회의 2021 기간 동안 다음 사항들을 이해하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Acknowledge and have thorough knowledge of the conference policy and agree to follow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Secretariat during the term of conference: 

 
회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회의 기간 중 해당 규정 및 사무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 Hereby pledge that as a delegate participating in KMUN 2021, I acknowledge that the consumption of 
any alcoholic drinks or illegal drugs is strictly prohibited during the period;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회의 2021 참가자로서 대회 기간 중 음주 및 불법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Acknowledge the fact that any form of sexual harassment or/and inappropriate interactions are 
prohibited during the conference; 

 
회외 기간 내 어떤 형태의 성적 혹은 그 외의 부적절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4. Give my word to respect and treat other participants, personnel, and the Secretariat with courtesy and 
good manner; 

 
다른 참가자들, 행사진행요원들, 그리고 사무국원들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할 것을 서약합니다. 

5. Hereby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e adequate conditions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i.e. appropriate electronic device, stable internet connection, functional camera, microphone). 

고려대학교 모의유엔 회의를 참여하는 데 있어 적절한 환경(적합한 전자 기기, 안정적인 인터넷, 카메라, 
마이크, 등)을 준비할 것을 서약한다.  

6. Hereby agree not to seek liability from the Secretariat for any loss, damage, theft or cost which may 
arise from or relate to participating in KMUN 2021; 

고려대학교 모의유엔회의 2021 참가자와 참가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사무국에게 KMUN 2021 참가 
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7. Hereby agree not to seek liability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udent 
Society, or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further agree not to seek damage 
against the organizations above under any and all circumstances; 

참가자와 참가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국제기구학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또는 본회의의 후원기관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8. Hereby certify that I, and my parent/guardian have signed this waiver voluntarily and without coercion, 
after having fully understood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참가자와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 서약서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타인의 강요 없이 
자의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아래 서명 또는 도장을 통해 증명합니다.  

9. Fully acknowledge that any violation of the contents of this waiver form will lead to the immediate 
dismissal and you will be unqualified to receive the certificates. 

위 서약 사항을 어길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해임될 수 있으며 수료증이 제공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Name of Participant:  

Sign or seal:  

Date:   

(Underage participants only) Guardian’s Name:  

Sign o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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