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verse 공식 대회 참가 동의서
본인
(대회에서 사용할 닉네임:
이번 Shadowverse 공식 대회(이하 공식 대회)의
참가합니다.
참가 대회 명칭: Shadowverse Korea Open 2019

아래

참가

)은(는)
동의사항을 이해하며,

동의하고

대회 참가 일정:
2019 년 5 월 26 일 ～ 2019 년 6 월 22 일
*별도 발표된 상기 기간 중 모든 대회 일정
참가 시 동의사항
■대회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할 것.
■위에 기재된 대회 참가 일정에 참가할 것. 단, 부득이하게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주최측의
지시에 따를 것.
■본 대회는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로, 성적에 따라 상금을 수령할 것. 덧붙여, 상금은 규정한 소정의
원천징수를 차감한 후 지불됩니다.
■대회 진행 상황이 ‘Twitch’, ‘Youtube’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송되어 자신의 초상(얼굴, 모습
등을 말함)이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점.
■게임 내 이름, 프로필, 참가 선수 사진, 참가 선수가 찍힌 대회 이미지나 대회 동영상 등은 공식
대회 공식 웹사이트, Shadowverse 공식 SNS(공식 커뮤니티, Facebook 등),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될 것.
■공식 대회 출전 선수로서 공식 대회 대회 규정에 기재된 규칙을 준수하고 SNS 및 공개된
자리에서도 상식과 예절을 지키며 행동할 것.
■대회 운영에 관한 정보(본 동의서를 포함)는 주최측의 허가 없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
■대회 대기, 집합 시부터 해산 시까지 공식 대회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공식 대회 대회 전날부터 대회 종료까지 원칙적으로 주최측이 지정한 시간에 집합, 대기할 것.
■본선 출전 시 귀중품은 참가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주최측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본선 출전 시 대회 규정에 준한 의상을 착용할 것.
■본선 출전 수속 시에 제출해야 할 아래 서류들을 미비점 없이 제출할 것.
・상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정보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주최측에 제공하는 정보에 거짓이나 허위가 없을 것. 거짓이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의
미비로 인해 실격되거나 혹은 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점.
■미성년자인 경우, 상황에 따라 참가자 보호자 기입란에 기명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확인을 할
경우가 있는 점. 덧붙여, 이 경우 참가자 보호자 기입란에 기명한 보호자 이외의 동의 확인은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 서명란
기입 연월일
년
성명(서명)
거주 행정 구역(시, 도)
E-MAIL
생년월일
전화번호

월

일

참가자 보호자 기입란 (미성년자 참가자에 한함)
상기 동의사항을 읽고 참가자의 대회 참가에
동의합니다.
기입 연월일
년
월
일
성명(서명)
거주 행정 구역(시, 도)
E-MAIL
생년월일
전화번호
※미성년자인 선수의 경우
반드시 참가자 보호자 기입란에 보호자 분이 서명해 주십시오.
※참가자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주최측은 기입하신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별도 첨부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합니다.
①
성명, 거주 행정 구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참가자: 대회 참가 시 및 상금 입금 시의 본인 확인, 참가자 본인과의 연락을 위한 용도.
참가자 보호자: 보호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 참가자의 동의 확인을 위한 용도.
②
생년월일: 본인의 연령 확인을 위한 용도.
③
공적 신분증명서: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④
금융기관 정보: 상금 입금을 위한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