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규정 

2021 BLIZZCONLINE SCAVENGER HUNT  

1. 참가 자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참가 또는 당첨이 가능합니다. BLIZZARD 

ENTERTAINMENT, INC., A DELAWARE CORPORATION(이하 "BLIZZARD")이 본 경품 추첨 

행사의 후원사입니다. 본 경품 추첨 행사는 아래 3항에 명시된 기한까지 선착순 만((10,000) 

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A)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중국,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베트남의 합법적 거주자; (B) 참가 당시 13세 이상; (C) BLIZZARD의 BATTLE.NET 

서비스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품 추첨 행사 기간에도 계속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본인의 BATTLE.NET 계정을 소유; (D) 법에 의해 본 경품 추첨 행사가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할 지역 외 거주자(“참가자”). 귀하가 십삼(13)세 이상이지만 거주 

지역의 법정 성인 연령 미만인 경우("미성년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중 한 명이 귀하의 

참가와 관련하여 본 공식 규정을 읽고,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와 서명 당사자 모두 본 공식 규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품 당첨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 명시된 형식으로 참가 신청을 완료하여 

Blizzard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본 경품 추첨 행사는 선착순 만(10,000) 명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가자 수가 만(10,000) 명이 되면 더 이상 참가할 수 없습니다. 

Blizzard의 임직원, 그 부모, 관련 계열사, 자회사, 대리인, 전문 고문, 광고 및 홍보 대행사 

관계자, 그 직계 가족(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친족 관계 여부와 무관)에게는 

당첨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연방, 주, 지방, 지역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품 추첨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는 본 경품 추첨 행사가 무효가 됩니다.  

2. 책임의 부인. Blizzard, 모든 참가 후원사,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전문 고문, 

직원, 대리인은 (a) 늦게 도착하거나 분실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전달되거나 알아볼 수 없거나 

왜곡되었거나 손상된 전송 또는 참가 자료; (b) 전화,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터넷, 기타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오작동이나 고장; (c) Blizzard가 제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지장, 부상, 손실 또는 손상; (d)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인쇄 또는 오타 

오류에 대해 책임이지 않습니다. 

3. 경품 추첨 행사 기간. 경품 추첨 행사는 2021년 2월 18일 오후 12:01(PST 기준) 시작되어, 

2021년 2월 21일 오후 11:59(PST 기준)("기한")까지 진행됩니다. 기한까지 제출한 

참가자에게만 경품 당첨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참가 방법. 본 규정에 따른 "적격 참가자"로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하려면 

https://blizzcon.com/news/23609767에서 답변 또는 항목 목록을 확인하여 경품 추첨 참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즉, 참가자는 www.blizzcon.com을 방문해 2021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 웹사이트와 블리즈컨라인 방송에서 소개하는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답변들을 

수집하거나, Blizzard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Blizzard)에서 BlizzConline 

VOD를 시청하면서 답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https://blizzard.qualtrics.com/jfe/form/SV_cBxI8nVY8VDd8RE에서 참가 양식을 작성해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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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행사에 참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경품 당첨 자격을 얻으려면 2021년 2월 21일 오후 

11:59(PST 기준)까지 참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경품 내역.  

a. Blizzard에서 수상자로 무작위 추첨한 적격 참가자 다섯(5) 명에게 소매가 미화 249달러 

상당의 소형 냉장고(Countertop Mini Fridge)와 소매가 미화 59.99달러 상당의 BlizzConline 

Epic Celebration Code 한(1) 개를 드립니다. 

b. Blizzard에서 수상자로 무작위 추첨한 적격 참가자 열다섯(15) 명에게 소매가 미화 

216달러 상당의 그리즐리 15 쿼트 쿨러(Grizzly 15 Quart Cooler)와 소매가 미화 59.99달러 

상당의 BlizzConline Epic Celebration Code 한(1) 개를 드립니다. 

c. Blizzard에서 수상자로 무작위 추첨한 적격 참가자 열다섯(15) 명에게 소매가 미화 90달러 

상당의 후드 스웨트셔츠와 소매가 미화 59.99달러 상당의 BlizzConline Epic Celebration 

Code 한(1) 개를 드립니다. 

d. Blizzard에서 수상자로 무작위 추첨한 적격 참가자 다섯(5) 명에게 소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일루미네이트 사인(Illuminated Sign)과 소매가 미화 59.99달러 상당의 BlizzConline 

Epic Celebration Code 한(1) 개를 드립니다. 

6. 당첨 확률 / 경품 수여 약관. 당첨 확률은 경품 추첨 행사 기간의 매 시간마다 참가 신청을 

하는 총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품 수령 또는 사용과 관련한 세금, 그리고 경품 수락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당첨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각 당첨자(당첨자가 거주 지역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법적 보호자)는 당첨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자격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요건 충족 정보 확인서(Confirmation of Fulfullment Information), 

면책증서 및 공개동의서(Liability and Publicity Release)("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Blizzard에 제출해야 Blizzard에서 정한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당첨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당첨자가 온라인 요건 충족 

양식(해당하는 경우)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품이 배송 불가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첨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Blizzard는 해당 경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머지 참가자들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경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박탈로 인한 대체 당첨자는 3명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체 당첨자의 자격까지 박탈되면 해당 경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령되지 않거나 당첨이 취소된 25불 이하의 경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송 불가로 반품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Blizzard가 정한 기간 내에 수령되지 않은 경품은 당첨이 취소되고, 시간과 

요건이 허락하는 경우 Blizzard의 재량으로 대체 당첨자에게 지급됩니다. 경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경품의 대체 또는 교환(현금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Blizzard가 

경품(또는 그 일부)을 그 가치가 동등하거나 더 높은 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모든 경품은 지급됩니다. 모든 경품은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급됩니다(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포함). 

7. Blizzard에 의한 참가 정보 사용.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각 참가자는 

본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Blizzard에게 제출한 참가 관련 자료(통칭, "참가 자료"), 그리고 

참가자의 이름, 주소(시/도 및 국가 등), 캐릭터, 선호도, 경품 정보, 경품 추첨 행사에 관한 

진술, 회원 정보를 Blizzard가 추가 보상 없이 홍보,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하여 기한 없이,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및 권리를 부여하고(법에 따라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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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외), 이와 관련하여 피면책 당사자(아래 정의)를 면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가 

자료는 참가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참가자들은 

Blizzard가 영구적으로 전세계에 걸쳐 참가 자료를 참가자 또는 다른 실체에게 별도의 보상 

없이 현재 존재하거나 추후 개발되는 모든 방식 또는 매체를 통해 사용, 수정, 재생산, 출판, 

공연, 전시, 배포하거나 파생물 제작 및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참가자들은 본 항에 서술된 사항을 발효, 완성하거나 확정하기 

위해 Blizzard의 비용으로 Blizzard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어떠한 추가 조치(진술서와 기타 

문서의 체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도 취할 것에 동의합니다. 

8. 정보의 수집. 전술한 것처럼 시민권 국가 또는 거주 지역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Blizzard에서 확인한 결과, 참가자가 

시민권 국가에서 미성년자이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Blizzard는 참가 자료를 통해 수집한 모든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 소거 또는 파기합니다. 

참가자가 프랑스 및/또는 본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타 국가의 시민인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프랑스 법률에 따라 데이터 수집 주체가 Blizzard Entertainment, 

Inc.이며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으로 전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참가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가자는 요청을 통해 본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참가자는 Blizzard 

Entertainment, P.O. Box 18979, Irvine, CA 92612 주소로 "2021 BlizzConline Scavenger Hunt - 

Personal Data"에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요청을 통해 개인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나열한 경품 추첨과 지급에 앞서 개인 정보 제공을 철회하는 경우 경품 추첨 행사 

참가 자격이 박탈됩니다. 

9. 일반 면책. 본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는 계약 해석, 불법 행위(과실 포함), 

보증 및 기타 해석,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한 활동이나 이동, 경품 추첨 행사 정보의 다운로드,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인쇄 또는 오타 오류의 여부에 상관없이 Blizzard 및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통칭하여 "피면책 당사자") 중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며, 본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 비용, 부상,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의 원인에 대한 책임 및 그 어떠한 

경품의 배송, 오배송, 수령, 소지, 사용 혹은 미사용에서 오는 책임(고의, 또는 의도치 않은 

청구, 비용, 부상, 개인 부상에 따른 손실 및 손해, 사망, 재산 손실 혹은 파괴, 퍼블리시티권 

혹은 사생활권, 명예훼손 또는 허위 묘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포함). 일부 관할권에서는 (i) 법적 권리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경우에는 위의 배제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개인 정보 보호. Blizzard는 각 지역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Blizzard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https://www.blizzard.com/en-

us/legal/a4380ee5-5c8d-4e3b-83b7-ea26d01a9918/blizzard-entertainment-online-privacy-policy)을 

참고하십시오.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는 Blizzard가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며, Blizzard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기타. 경품 추첨 행사와 본 공식 규정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됩니다. 

참가자는 공식 규정과 Blizzard의 결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공식 규정과 Blizzard의 

https://www.blizzard.com/en-us/legal/a4380ee5-5c8d-4e3b-83b7-ea26d01a9918/blizzard-entertainment-online-privacy-policy
https://www.blizzard.com/en-us/legal/a4380ee5-5c8d-4e3b-83b7-ea26d01a9918/blizzard-entertainment-online-privacy-policy


 -4- 

결정은 모든 측면에서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자동 참가 장치 및/또는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됩니다. 모든 참가 자료는 Blizzard의 단독 독점 자산으로 귀속되며, 

참가 자료 수령에 대한 통지는 제공되지 않고, 수령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증거가 Blizzard에서 참가 자료를 수령했다는 증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lizzard는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오작동, 오류나 장애, 네트워크 접속, 웹사이트, 

인터넷, ISP 상실 또는 이용 불가, 인간에 의한 무단 개입, 트래픽 정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참가 정보(이유 무관), 실패했거나 불완전하거나 알아볼 수 없거나 뒤섞이거나 

지연된 컴퓨터 전송으로 인해 참가자가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본 경품 추첨 행사의 참가나 본 경품 추첨 행사 참가를 위한 

자료 다운로드와 관련한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참가자나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소유 컴퓨터의 

손상과 같은 이유도 포함됩니다. Blizzard는 언제든 단독 재량으로 공식 규정을 변경하고, 

바이러스, 버그, 인간에 의한 무단 개입, 그 밖에 Blizzard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인해 경품 추첨 행사의 관리, 보안 또는 적절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 외 어떠한 이유로 

인해 Blizzard가 (단독 재량에 따라 판단했을 때) 경품 추첨 행사를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 경품 추첨 행사 또는 참가자의 경품 추첨 행사 참가를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공식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품 추첨 행사의 운영을 간섭하거나, 

Blizzard, 경품 추첨 행사 또는 다른 참가자에게 해롭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각각의 경우 모두 Blizzard의 단독 재량으로 판단), 치팅, 해킹, 속임수, 그 밖에 

불공정한 플레이 관행(자동 참가 프로그램 사용, 자동 참가 장치 사용, 복수 계정 생성,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기만하는 부적절한 단체나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범하거나, 다른 참가자나 Blizzard 담당자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위협하거나 해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경품 추첨 행사의 합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참가자는 경품 추첨 행사 참가 자격이 박탈됩니다. Blizzard는 참가 자격에 

미심쩍인 부분이 있거나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경품 추첨 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탈퇴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본 공식 규정 또는 경품 추첨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lizzcon@blizzar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1 

BlizzConline Scavenger Hunt” P.O. Box 18979, Irvine, CA 92612 앞으로 서신을 보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경품 추첨 행사 후원사. 본 경품 추첨 행사의 후원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입니다. 

13. 저작권 고지. 본 경품 추첨 행사와 모든 관련 자료 © 2021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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