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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궨트 안드로이드 출시 기념 이벤트” 규정 

§ 1. 일반 조항 
 

1. 이 문서(이하 “규정”)는 궨트 안드로이드 출시 기념 이벤트(이하 “이벤트”)의 약관을 설명합니다. 
2. 이 이벤트의 일환으로 CD PROJEKT RED는 귀하(이하 “참가자”)를 초대해 당사의 게임 궨트: 더위쳐              
카드게임을 어떠한 플랫폼에서든(PC, iOS, 안드로이드) 플레이하여 스크린샷과 함께창의적인댓글(이          
둘을 이하 “답변”) 을 아래 두 이벤트 게시글의 댓글로 제출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도록 합니다: 

a. 궨트: 더 위쳐 카드게임 공식 한국어 Facebook 페이지(https://facebook.com/GwentKR) 또는 
b. CD PROJEKT RED 공식 Naver Cafe 페이지(https://cafe.naver.com/cdprkr) 

3. 상품은 이벤트 기간 중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5명의 참가자에게 수여됩니다. 
4. 이 이벤트는 Warsaw, Poland, ul. Jagiellońska 74, 03-301 Warszawa 에 등록한 사무실이 있고 13th              

Commercial Department of the Polish Court Register 에 있는 바르샤바 지방 법원에 등록한 CD              
PROJEKT S.A.(이하 "당사" 또는 "주최자")가 주관합니다. 당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KRS          
0000006865 이며, 납세자 번호는 NIP 7342867148,통계번호 REGON 492707333이며주식자본금은             
PLN 96,120,000.00 입니다. 

 
§ 2. 참가자 

 
1. 참가자는 응모당시 18세이상이어야하며해당국가에서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을맺을수있는법정                 
연령이어야 합니다. 

2. 주최자, 그 계열사, 자회사, 제조사의 피고용인이나 사업상 가까운 관계, 판매대리인,광고대행사직원              
또는 이들의 직계 가족은 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이벤트 참가 목적으로 제공한 참가자의 모든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이벤트 참가 및 상품              
수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3. 이벤트 기간 

 
1. 이벤트는 2020 년 3 월 25 일에 시작해 2020 년 4 월 7 일에 종료(이하 “이벤트 기간”)됩니다. 
2. 최고의 답변을 제출한 참가자(이하 “당선자”)는 2020 년 4 월 8 일에 발표합니다. 

 
§ 4. 응모 

 
1.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Facebook 또는 Naver Cafe계정이 필요하며, 규정을 확인하고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답변을 올려야 합니다. 

2. 공모 기간 내에 여러분의 답변을 올려주세요. 공모 기간 외에 올린 답변으로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답변은 직접 응모해야 합니다. 다른 단체나 사람의 답변을 대신 응모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자의 답변은 디지털 형식으로 Facebook 또는 Naver에서 허용하는 크기와 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참가자는 하나의 답변만 응모할 수 있으며, 같은 답변을 Facebook과 Naver Cafe에 모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답변을 응모한 경우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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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벤트에 답변을 응모하면 실격입니다. 
7. 답변은 대한민국 법과 폴란드 법의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답변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상표또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예: 다른 사람의 답변을 침해하여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을인용할수             
있는 답변은 게시해선 안됩니다). 또한, 답변은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8.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참가자의 답변 응모를 거부하거나 참가자를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답변이 대한민국 또는 폴란드 관련법 조항, 이벤트 규정 또는 Facebook과 Naver Cafe의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 또는 
b) 답변 내용에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성차별, 명예 훼손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불쾌하거나,              
불법이거나, 제삼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5. 선정 기준 

 
1. 주최자의 한국 팀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하 “이벤트 위원회”)이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2. 이벤트 위원회는 답변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3. 이벤트 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4. 이벤트 위원회는 최대 5명의 참가자에게 상품을 수여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주최자의 Facebook과 Naver Cafe 계정에 2020 년 4 월 8 일에 당선자의 답변과 SNS                
이름/별명이 게시됩니다: 

● 궨트: 더 위쳐 카드게임 공식 한국어 Facebook 페이지: https://facebook.com/GwentKR 
● CD PROJEKT RED 공식 Naver Cafe 페이지: https://cafe.naver.com/cdprkr 

 
§ 6. 상품 

 
1. 이벤트 당선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받습니다. 

● 1 등 – Good Smile Company의 넨도로이드 시리 
● 2 등 – 궨트: 더 위쳐 카드게임 한국어 로고 티셔츠 (L 사이즈) 
● 3-5 등 – 궨트 로고 토트백 

2. 이벤트 결과는 주최자의 공식 한국어 Facebook과 Naver Cafe 계정을 통해 게시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Facebook과 Naver Cafe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활용해 참가자에게 추가적으로          
당선 소식을 알릴 예정이지만(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받은 메시지를 꼭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답변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면 § 5 (5)의 계정 중 하나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발표된 날부터 칠(7)일 이내에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a.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최자의 Facebook 또는 Naver Cafe 계정에 상품 수령 여부 통지 
b. 주최자에게 상품이 발송될 우편 주소를 제공 
c. 부록 A에 예시한 바와 같이, 기관에게 서명된납세거주증명서스캔본을제공함으로써            
그 또는 그녀의 납세 내역을 증명 

4. 당선자가 상기 3 (a)-(c) 의 모든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당선자가상품을수락하지않을              
경우, 주최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상품을 수여하거나 상품을 수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7. 상품 관련 비용 

 
1. 주최자는 대한민국 국경 내에서의 운송에 한해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참가자는 직접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NIP: PL 734-28-67-148 NIP: PL 734-28-67-148 

Kapitał zakładowy: 96.120.000 zł (wpłacony w całości) Share capital: PLN 96.120.000 (paid-up) 
KRS: 0000006865, Sąd Rejonowy dla m.st. Warszawy - XIII Wydział Gospodarczy KRS KRS number 0000006865, District Court for Warsaw, 13th Commercial Division of the National Court Register 

https://facebook.com/GwentKR
https://cafe.naver.com/cdprkr


 
CD PROJEKT S.A. 
ul. Jagiellońska 74, 03-301 Warszawa | tel. +48 22 519 69 00  

thewitcher.com | cyberpunk.net | cdprojektred.com 

2. 참가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국가, 연방, 주, 지방 또는 기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당선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에서요구하는모든문서와정보를주최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세금 납부, 자금 세탁 방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포함해야하며,               
참가자는 주최자의 제출 요청 이후 칠(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품은 대리 수령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증여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 8. 참가자의 의무와 서약 
 

1. 규정에 따라 답변을 게시하면 참가자가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답변을 게시하면, 참가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주최자가 Facebook 또는 Naver Cafe 이름/별명, 답변과            
이벤트 결과 발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답변을 게시하면 다음 조항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자는 답변 사용에 대한 권리와 모든 분야에서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파기 권리 및 답변              
사용에 대한 보수를 받는 권리 등의 독점적인 저작재산권을 지닙니다. 

● 참가자는 파생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리를 지닙니다. 
● 상기 항목에서 언급된 참가자의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작품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답변을 사용할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답변을 게시하면, 참가자가 Facebook과 그들의 임원, 대리인, 대표자, 직원에게 이벤트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완전히 공개, 배상, 면책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저작권 

 
1. 답변을 게시하면, 귀하(참가자)는 당사(주최자)에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양도 불가능하고,         
저작권료가 없는 답변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최자는 이러한 답변을 웹사이트, Facebook           
그리고 Naver Cafe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 가능한 모든 기술로 답변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답변을 모든 채널에 배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권리 
●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답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개할 권리 

2. § 9.1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다음을 따릅니다. 
a. 당선된 답변인 경우, 라이선스는 무기한 유지됩니다. 
b. § 3.2에 명시된 결과 발표일 기준으로 당선작이 아니거나, § 6.4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는 즉시 종료됩니다. 

3.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답변에 기술 또는 기타 사소한 변경사항을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4. 라이선스를 소지한 기간 동안, 귀하는 답변에 대한 귀하의 도덕적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10. 개인 정보 

 
1. 귀하의 개인 정보는 Warsaw, Poland, ul. Jagiellońska 74, 03-301 Warszawa 소재의 CD PROJEKT             

S.A.가 관리합니다. 
2. 당사는 귀하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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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가자: Facebook 또는 Naver Cafe 이름/별명, 사진(해당되는 경우), 답변에 포함된 기타 개인            
정보(해당되는 경우), 주최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해당되는 경우) 

b) 당선자: Facebook 또는 Naver Cafe 이름/별명, 주소,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예: 세금 목적),             
사진(해당되는 경우), 답변에 포함된 기타 개인 정보(해당되는 경우), 주최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제공된 기타 정보(해당되는 경우). 

3. 귀하의 개인 정보는 CD PROJEKT에서 주최하고 귀하가 참가하는 이벤트에서 응모작을 평가하고,           
상품을 수여하고, 당선 여부를 알리고, 참가자와 연락하여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됩니다. 

4.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존중하여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처리를 제한하거나, 전송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 면책 

 
주최자는 상기 § 7에 따라 이벤트 참가, 작품 준비 및 응모, 상품 수령 등 참가자가 이벤트 응모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2. 최종 조항 
 

1. 이 이벤트는 각각의 Facebook과 Naver Cafe와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관리나 후원,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2. 이 규정은 한국어로만 게시됩니다. 
3. 이벤트 규정은 폴란드 법에 따라 해석되며 폴란드 법을 준수합니다. 
4. 이 이벤트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이나 복권, 혹은 2009 년 11 월 19 일 제정된 도박 게임 법에                  
언급된 게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이벤트 규정은 2020 년 3 월 25 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4 

NIP: PL 734-28-67-148 NIP: PL 734-28-67-148 

Kapitał zakładowy: 96.120.000 zł (wpłacony w całości) Share capital: PLN 96.120.000 (paid-up) 
KRS: 0000006865, Sąd Rejonowy dla m.st. Warszawy - XIII Wydział Gospodarczy KRS KRS number 0000006865, District Court for Warsaw, 13th Commercial Division of the National Court Register 

https://regulations.cdprojektred.com/en/privacy_policy
https://regulations.cdprojektred.com/en/privacy_policy


 
CD PROJEKT S.A. 
ul. Jagiellońska 74, 03-301 Warszawa | tel. +48 22 519 69 00  

thewitcher.com | cyberpunk.net | cdprojektred.com 

 
 
 
 
 
 
 
 

  

5 

NIP: PL 734-28-67-148 NIP: PL 734-28-67-148 

Kapitał zakładowy: 96.120.000 zł (wpłacony w całości) Share capital: PLN 96.120.000 (paid-up) 
KRS: 0000006865, Sąd Rejonowy dla m.st. Warszawy - XIII Wydział Gospodarczy KRS KRS number 0000006865, District Court for Warsaw, 13th Commercial Division of the National Court Register 



 
CD PROJEKT S.A. 
ul. Jagiellońska 74, 03-301 Warszawa | tel. +48 22 519 69 00  

thewitcher.com | cyberpunk.net | cdprojektred.com 

 
 

ANNEX A - Tax Residency Statement 
 
 
I, , confirm that I may be considered as a beneficial owner of the Prize within the                  1

meaning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in particular I: 
i. receive the in-kind prize from the Organizer for my own benefit, including the possibility to               
independently decide about its purpose and bear the economic risk related to the loss of such receivable or its                   
part,  
ii. am not an agent, representative, fiduciary or other subject legally or effectively obliged to transfer all or                 
part of the compensation agreed under this agreement to other entity, 
iii. confirm that I fulfil all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s a tax 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internal law a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dated June 21, 1991.  
 
 
 
 
 
 
 
 
 
 
 
 
 
 
 
 
 
 
 
 
 
 
 
 

1 당선자의 이름과 성을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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