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PUBG 3rd Anniversary Skin Contest - Vote your favorites!

BODY

Hello Players!
We truly appreciated your passion for the PUBG 3rd anniversary global skin contest! Truly. To
celebrate the 3rd year of our community and shine a light on your spectacular creations, we want
your to help with which skins should represent this momentous milestone. There were
over 1,200 entries in our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during the entry period (Dec 20, 2019 Jan 5, 2020). PUBG regional offices and dev teams reviewed every entry and narrowed the designs
down to these finalists.

Finalists reveal and how to vote
A total of 15 finalists were selected, five for each item, from all across the globe. You can see the
finalists on the official voting page of the PUBG 3rd anniversary Global Skin Contest, and choosing
the winning designs to be made into PUBG skins is in your hands. Go to the voting page and choose
your favorite designs! The most voted for each item (3 finalists in total) will be distributed as PUBG
3rd anniversary in-game skins for free!
•
•
•

The official voting page: Click here
Voting Period: 01/10/2020 00:00 PST - 01/19/2020 23:59 PST
Number of voting: Vote one time for each item (3 in total)
Special Events for Voters
Want a chance to earn your own prize? Click the share button at the top of the voting page to send
the link to your social channels with hashtag #PUBGSkinContest. We'll randomly pick 100 lucky
voters to win a special gift! You must share using the rules below to be considered. Keep an eye on
our social channels @PUBG for the announcement of those amazing prizes!

1. Complete voting for 3 items
a. IMAGE
2. Share the voting page by clicking the share button to your social channels with the hashtag
"#PUBGSkinContest" after voting in the event period.
a. It needs to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any restriction to view
b. Event period: 01/10/2020 00:00 PST - 01/19/2020 23:59 PST
c. IMAGE
3. We will contact the winners of the special event through the social media account you shared with.
a. Winner draw and contact: Starting from Feb 1, 2020 at 12 am PST
b. If you don't respond to our message for 7 days, we will move forward to the next candidate.

FAQ
Q. How do I know how many votes I got?
A. The voting status for each candidate will be translated into percentage and will be released at the
time of the winner's announcement.

Q. Who will be rewarded?
A. Compensation will be made in three categories: the winner, the final candidate, and the random
draw among the voters. Three entry designers who receive the most votes for each item, 12
candidates who failed to win but were shortlisted, and 100 selected through random draw will be
rewarded.

Q. How can I confirm the winner of the voting event?
A. After the event, a random draw will be held until February 1, 2020 and we will announce the
winners. We will then contact you through the social media accounts you shared sequentially with
the winners, and you may be excluded from the list if you are not able to contact or vote for seven
days.

Q. What is your reward?
A. The winner will have a special trophy as well as a real-life Goods. Final candidates and voters will
be provided with the winner's "Goods," excluding trophies.

Q. When can I start receiving compensation?
A. Once all targets have been confirmed, shipping will begin sequentially. We will be able to inform
the individual subject.

Additional Rules
•
•
•
•

•

You can only vote for one finalist of each item.
Once you have completed voting, you will not be able to change it.
Invalid or unidentified nickname/social accounts will not be considered
Any cheating or defrauding of the contest systems are strictly forbidden and will lead to the
complete disqualification of your votes, disqualification from future contests, and legal action for
damages incurred from you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Please play fairly.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THIRD ANNIVERSARY SKIN CONTEST: VOTING PERIOD
-(UPDATED as of 1/10/20) TERMS & CONDITIONSNO PURCHASE NECESSARY. VOID WHERE PROHIBITED BY LAW.
1. Contest Sponsor. The sponsor of this contest is PUBG Corporation (“PUBG CORP.”).
2. Entrant Eligibility. THIS CONTEST IS OPEN TO ALL PLAYERS WHO ARE OVER THE AGE OF MAJORITY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ON THE DATE REFERENCED BELOW AS THE START DATE FOR THE
CONTEST (“ENTRANTS”). Entrants under the legal age of majority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but are
over the age of 13 years of age must submit a written statement signed by their parents or guardians
that they have read, understood and agree to these Contest rules with Entrant’s entry, and that such
agreement constitutes acceptance of these Contest rules on behalf of the Entrant and themselves.
PLEASE NOTE: U.S. export regulations prohibit the export of goods and services to Cuba, Iran, North
Korea, Sudan and Syria. Therefore, residents of these countries / regions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te.
Entrants residing in the States of Colorado, Maryland, Michigan, Nebraska, North Dakota, Rhode Island,
and Vermont in the United States, the Province of Quebec in Canada, France, Germany, and Portugal are
also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is Contest. In the event of any dispute regarding the Entrant, entries
will be deemed to have been submitted by the owner of the e-mail address from which the e-mail was
sent.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of PUBG CORP., its parent, and any of their respective affiliate
companies, subsidiaries, agents, professional advisors,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gencies, and
immediate families of each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3. Disclaimer. PUBG CORP. and any of their respective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affiliates,
directors, officers, professional advisors, employees and agencies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 any
late, lost, misrouted, garbled or distorted or damaged transmissions or entries; (b) telephone,
electronic, hardware, software, network, Internet, or other computer or communications related
malfunctions or failures; or (c) any Contest disruptions, injuries, losses or damages caused by events or
prizes beyond the control of PUBG CORP.; or (d) any printing or typographical errors in any materials
associated with the Contest.
Furthermore, Entrants and winners assume sole liability for injuries, including personal injuries and/or
damage to property, caused or claimed to be caused by participating in this Contest or the acceptance,
possession, shipping and handling, loss, use or misuse of any prize awarded. Sponsor has the right to
cancel, terminate or modify this Contest if it cannot be completed as planned due to infection by
computer virus, bugs, tampering, unauthorized intervention, technical failures, or other conditions
beyond Sponsor’s contro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sufficient volume of eligible entries, and to
select winners from eligible entries received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Sponsor is not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contact Entrants whether due to technical or human error.
ANY TAXES ARE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EACH ENTRANT. Any prizes given are valued under at
least five-hundred dollars ($500).

No substitutions or exchanges (including for cash) of any prizes will be permitted, except that PUBG
CORP. reserves the right to substitute a prize for another prize. Limit one prize per Entrant. All prizes
are awarded “AS IS” and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4. Collection of Information-Entry Materials. The Entry Materials may include a survey that requires
Entrant to enter ‘screen name’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will only be used to contact Entrant in the
event that such Entrant is chosen to receive a prize. Without limiting PUBG CORP.’s rights under its
privacy policies available at https://www.pubg.com/privacy/ with regards to its use of the information,
note that Entrant’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contact Entrant specifically for operation of the Contest.
By entering the Contest, Entrant also gives its consent to the collection, use and processing, as set forth
in the privacy policies mentioned above, by PUBG CORP. of Entrant’s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at
registration as well as any further information provided during Entrant’s participation.
5. General Release. By entering the Contest, Entrant releases PUBG CORP. and any of its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affiliate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representatives, agents and agencies
(collectively, the “Released Parties”) from any liability whatsoever, and waive any and all causes of
action related to any claims, costs, injuries, losses, or damages of any kind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es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rticipation in the Tournament) or delivery, misdelivery, acceptance, possession, use of or inability to use any priz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laims, costs, injuries, losses and damages related to personal injuries, death, damage to or destruction
of property, rights of publicity or privacy, defamation or portrayal in a false light, whether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whether under a theory of contract, tort (including negligence), warranty or other
theory.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i) the exclusion of implied warranties on applicable statutory
rights; and in the case of the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Luxembourg, the Netherlands and Spain,
(ii) limitations on a contracting party’s liability with regards to damages or death caused due to its
negligence or intentional misconduct, so the above exclusions and limitations may not apply in some
cases.
6. Copyright Notice. The Contest and all accompanying materials are copyright © PUB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7. Revocation of Consent. Where PUBG CORP. has given prior written consent for Entrant’s use of PUBG
CORP’s protected material, it may revoke that consent at any time. PUBG CORP. may require that
Entrant immediately take action to remove from circulation, display, publication, or other dissemination,
any of the marks, copyrighted content, or other materials that PUBG CORP. previously consented for
Entrant to use.
8. Indemnification. Entrant agrees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PUBG Corp. and its affiliate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amages, obligations,
losses, liabilities, costs or debt, and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orneys’ fees) that: (i) arise
from Entrant’s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test; (ii) assert a violation by Entrant of any term of these
Terms & Conditions; (iii) assert that any user content Entrant submitted to the Contest violates any law
or infringes any third party right, including any intellectual property or privacy rights; or (iv) any breach
of PUBG CORP’s general rules of conduct or online community policy. This defense and indemnification
obligation will survive these Terms & Conditions.

9. Entry Materials. Entrant hereby agrees that in consideration of Entrant being allowed the chance to
enter the Contest, Entrant hereby grants PUBG Corporation a perpetual, non-exclusive, worldwide
license and right to utilize the entry materials that Entrant submits to PUBG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test (collectively, "Entry Materials"). The Entry Materials will not be returned to any
entrant.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Entrant acknowledges that PUBG Corporation
has the right to use, modify, reproduce, publish, perform, display, distribute, make derivative works of
and otherwise commercially and promotionally exploit the Entry Materials in perpetuity and throughout
the universe, in any manner or medium now existing or hereafter developed, without separate
compensation to Entrant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Entrant agrees to take, at PUBG Corporation‘s
expense, any further a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execution of affidavits and other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PUBG to effect, perfect or confirm as set forth above in this paragraph 8.
10.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ntrant hereby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a) Entrant owns all rights
to all Entry Materials submitted by Entrant; and (b) all such Entry Materials are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on Entrant part and have not been copied, in whole or in part, from any other work and do
not violate, misappropriate or infringe any copyright, trademark or other proprietary right of any other
person or entity.
11. Miscellaneous. The Contest and these Official Rules and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governe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ntrants agree to be bound by these
Official Rules and Terms and Conditions, and by the decisions of PUBG CORP., which are final and
binding in all respects. ENTRANTS CANNOT CHEAT OR USE ANY FRAUDULENT OR ILLEGAL METHOD OF
ANY KIND TO GAIN AN UNFAIR ADVANTAGE IN THE CONTEST. PUBG CORP.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se Official Rules and/or Terms and Conditions at any time, in its sole discretion, and to suspend or
cancel the Contest or any entrant’s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should viruses, bugs, unauthorized
human intervention or other causes beyond PUBG CORP.’s control affect the administration, security or
proper play of the Contest or PUBG CORP. otherwise becomes (as determined in its sole discretion)
incapable of running the Contest as planned. Entrants who violate these Official Rules and/or Terms and
Conditions, tamper with the operation of the Contest or engage in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or
unfair to PUBG CORP., the Contest or any other entrant (in each case as determined in PUBG CORP.’s
sole discretion) are subject to disqualification from entry into the Contest. PUBG CORP. reserves the
right to lock out persons whose eligibility is in question or who have been disqualified or are otherwise
ineligible to enter the Contest. ALL DECISIONS BY PUBG CORP. ARE FINAL. IF YOU DO NOT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SE OFFICIAL RULES, PLEASE DO NOT ENTER THE CONTEST.

TITLE
PUBG 3 주년 기념 스킨 콘테스트 -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에 투표하세요!

BODY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PUBG 3 주년 기념 글로벌 스킨 콘테스트에 보여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3 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화려한 창작물이 주목 받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마일스톤을 상징하는 스킨을
투표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모 기간(2019 년 12 월 20 일~2020 년 1 월 5 일)동안
전세계에서 1,200 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PUBG 지역 오피스와 개발팀에서 모든 출품작을 검토해서
결선작을 엄선하였습니다.

결선작 공개 및 투표 방법
전세계에서 각 아이템별 다섯 개씩, 총 15 개의 결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PUBG 3 주년 기념 글로벌
스킨 콘테스트의 공식 투표 페이지에서 결선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PUBG 스킨으로 제작될 우승
디자인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투표 페이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각 아이템별(총 3 개의 결선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디자인이 PUBG 3 주년 기념
인게임 스킨으로 탄생되어 무료로 지급됩니다!
•

공식 투표 페이지: 여기로 클릭

•

투표 기간: 01/10/2020 00:00 PST - 01/19/2020 23:59 PST

•

투표 횟수: 각 아이템별 1 회 투표 가능(총 3 회 투표)
투표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
상품을 탈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투표 페이지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해시태그
#PUBGSkinContest 와 함께 소셜 채널에 링크를 공유하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 명의 투표자를
선정하여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링크를 공유하셔야 합니다. 상품 발표는 소셜
채널 @PUBG 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1. 3 개의 아이템에 투표를 완료하세요.
a. 이미지
2. 이벤트 기간 동안 투표 완료 후,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 페이지를 해시태그
#PUBGSkinContest 와 함께 소셜 채널에 공유하세요.

a.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b. 이벤트 기간: 01/10/2020 00:00 PST - 01/19/2020 23:59 PST
c.

이미지

3. 특별 이벤트 당첨자 분들께는 공유해주신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a. 당첨자 선정및 연락: 02/01/2020 12:00 PST~
b. 메시지를 받은 후 7 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다음 후보자에게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FAQ
Q. 몇 표를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각 후보작별 투표 현황은 백분율로 환산되어 우승자 발표 시점에 공개됩니다.

Q. 누가 보상을 받게 되나요?
A. 우승자, 최종 후보자, 그리고 투표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들께 보상이 지급됩니다. 즉,
각 아이템별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출품작 디자이너 세 명,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결선작에 뽑힌
12 명의 후보자,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 명의 투표자들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Q. 투표 이벤트의 당첨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벤트 후 2020 년 2 월 1 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
당첨자분들께는 순차적으로 공유해주신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7 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보상은 무엇인가요?
A. 우승자에게는 특별 트로피와 함께 실제 굿즈가 지급됩니다. 최종 후보자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들에게는 트로피를 제외한 “굿즈”가 지급됩니다.

Q. 언제부터 보상이 지급되나요?
A. 보상 지급 대상자가 모두 확정된 후,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추가 규정
•

각 아이템별 하나의 결선작에만 투표 가능합니다.

•

투표 완료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유효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닉네임/소셜 계정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콘테스트 시스템상 부정행위 또는 사취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투표 무효 처리, 향후 콘테스트의
참가 자격 박탈,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3 주년 기념 스킨 콘테스트: 투표 기간
-(2020 년 1 월 10 일자로 업데이트됨) 약관-

구매는 불필요하다. 불법인 경우 무효하다.
1. 콘테스트 스폰서. 본 콘테스트의 스폰서는 PUBG 주식회사(이하 “PUBG CORP.”)이다.
2. 참가자 자격. 본 콘테스트에는 아래 언급된 대회의 시작일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성인인 모든 플레이어들(이하 “참가자”)이

참가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법적

미성년자이나 13 세 이상인 참가자는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참가자의
엔트리(entry)에 첨부해야 한다. 해당 서면 진술서는 해당 부모 또는 후견인이 본 콘테스트의
규정을 읽고 이해했으며 본 콘테스트의 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앞의 동의가 참가자 및
참가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대신하여 본 콘테스트의 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과 시리아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는 참가할 자격이 없다. 미합중국 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네브라스카주, 노스다코다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그리고 캐나다 퀘백주, 프랑스,
독일과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참가자는 본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메일이 송부된 이메일 주소의 소유주가 해당 엔트리(entry)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PUBG CORP.의 이사, 임원 및 직원과 PUBG CORP.의 모회사 및 PUBG CORP.의 모회사

각각의 유관회사, 자회사, 대리인, 전문 자문가, 광고 및 홍보 대행사와 이들의 직계가족은 본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다.
3. 고지사항.
PUBG CORP. 및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전문 자문가, 직원 및 대행사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전송 혹은 엔트리(entry)가 지연 또는 분실되거나 또는 잘못된
경로로 보내지거나 왜곡 또는 손상된 경우; (b) 전화기,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터넷 혹은 기타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오작동 혹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 (c) PUBG CORP.이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 혹은 상품 때문에 콘테스트가 중단, 부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d) 상기 콘테스트 관련 자료의 인쇄 오타가 발생한 경우. 또한, 참가자 및 당첨자는 본
콘테스트의 참여 또는 상품의 수령, 소지, 운송 및 취급, 분실, 이용,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상해 및/ 또는 재산 피해를 포함한 부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스폰서는 충분하지 않은 참가자 수도 제한없이 포함한 컴퓨터 바이러스, 버그, 탬퍼링, 무단
개입, 기술 장애와 같은 스폰서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조건으로 인해 계획된 대로 이벤트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본 콘테스트를 취소, 종료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스폰서는 이벤트 종료
날짜 당일 혹은 이전에 참여한 유효 참가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 스폰서는
기술적 또는 인적 오류로 인해 참가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세금은 전적으로 각 참가자가 부담한다. 주어지는 모든 상품은 500 달러 이하의 가치이다.
PUBG CORP.이 상품을 대체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대체 또는 교환(현금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가자 당 상품은 하나로 제한한다. 모든 상품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포함).
4. 정보-참가 정보(entry materials)의 수집. 참가 정보에는 참가자가 ‘스크린명(screen name)’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설문이 포함되기도 한다. 해당 정보는 참가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연락을 취할 때만 사용된다. 해당 정보의 사용 관련해서 https://www.pubg.com/privacy/ 에
기재된 PUBG CORP.의 개인정보정책 행사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참가자의 해당 정보는
콘테스트의 운영을 위해서 참가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참가자는 위 언급된 PUBG CORP.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콘테스트를 참가함으로써 등록
시점에 제공된 개인 정보와 기타 이벤트 참여 중 제공되는 추가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다.

5. 일반 면책. 콘테스트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는 계약 해석, 불법 행위(과실 포함), 보증, 및 기타
해석의 여부에 상관없이 PUBG CORP. 및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중개인 및 대행사(통칭하여 “면제된 측”으로 지칭) 중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며 콘테스트(콘테스트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
비용, 부상,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의 원인에 대한 책임 및 그 어떠한 상(고의, 또는
의도치 않은 청구, 비용, 부상, 개인 부상에 관련된 손실 및 손해, 사망, 재산 손실 혹은 파괴,
퍼블리시티권 혹은 사생활권, 명예 훼손 또는 허위 묘사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의
배송, 오배송, 수령, 소지, 사용 혹은 미사용에서 오는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i) 법적 권리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배제와 (ii) 영국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과실이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경우에는 위의 배제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저작권 고지. 콘테스트와 모든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 PUBG Corporation(펍지주식회사)가
갖는다. 모든 권리를 PUBG CORP.이 보유하고 있다.
7. 동의 취소. PUBG CORP.이 소유한 보호 자료를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 서면 동의를
하였을 경우, 펍지주식회사는 언제든지 해당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PUBG CORP.은 이전에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자료 및 여하한 마크 및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회람, 공개,
출판, 또는 다른 형태의 전파를 즉시 그만두도록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8. 책임 면제. 참가자는 PUBG CORP. 및 관계회사,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i)
콘테스트와 관련한 참가자의 활동으로 발생하거나; (ii) 참가자의 약관 위반으로 주장되거나; (iii)
참가자가 콘테스트에 제출한 여하한 유저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한
여하한 법률을 위반 또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iv) PUBG CORP.의 일반 행동 규범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책의 여하한 위반과 관련해 떠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 손해배상, 의무, 손해, 법적 책임, 비용 또는 부채, 지출(변호사 선임 비용도 이에 포함되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음)에서 오는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 본 면책 의무는 본 약관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9. 참가 정보. 참가자는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PUBG CORP.에 기한 없이,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콘테스트와 관련하여 PUBG CORP.에 제출한 참가 정보(집합적으로
“참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및 권한을 PUBG CORP.에 부여한다. 참가 정보는 어떤
참가자에게도 반환되지 않는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참가자들은 PUBG

COR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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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참가자들은 8 항에 서술된 사항을 발효, 완성하거나 확정하기 위해 PUBG CORP.의 비용으로
PUBG 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어떠한 추가 조치(진술서와 기타 문서의 체결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도 취할 것에 동의한다.
10. 원저작물. 참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증하고 진술한다. (a) 참가자는 본인이 제출한
출품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b) 해당 출품작은 모두 참가자 본인의 원저작물이며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다른 작품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타인 또는 다른 단체의 저작권, 상표권
또는 소유권을 위반하거나 오용하거나 어기지 않는다.
11. 기타. 콘테스트, 공식 규정 및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해 해석된다. 참가자는 공식 규정
및 약관과 PUBG CORP.의 결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이는 모든 측면에서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참가자는 부정행위(Cheat), 기만행위(Fraudulent) 등 이벤트 중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PUBG CORP.은 바이러스, 버그, 불법적 인력
개입(Unauthorized human intervention) 또는 기타 PUBG CORP.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운영,
안전 또는 정상적인 플레이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이는 PUBG CORP.의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언제든 재량껏 공식 규정 및/또는 약관을 변경하거나 콘테스트 또는 참가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정지 및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공식 규정 및/또는 약관 위반, 콘테스트 운영 방해, PUBG CORP.,
콘테스트 또는 다른 참가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리한 행위를 하는 참가자는 콘테스트의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각각의 경우는 PUBG CORP.의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PUBG CORP.은
자격이 의심 및 박탈되거나 자격이 없는 선수의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PUBG CORP.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공식 규정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콘테스트를 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