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r 경품 이벤트 “프레데터 15 를 잡아라” 

Terms and Conditions.  

2016 년 10 월 27 일  

 

경품 응모 및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규정에 사용된 공통 용어 

아래의 내용들은 Acer 경품 이벤트 “프레데터 15 를 잡아라”에 적용 되는 공식 

규정들입니다. 일반적인 경품이벤트에 적용 되는 규정과 유사합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스폰서”, “당사” 라는 표현은 Acer Incorporated 을 

의미하며, 본 경품 이벤트의 스폰서 입니다. (위치: 8F, No 88, Sec 1 Xintai 5th Rd, 

Xizhi, New Taipei City, Taiwan) 

“귀하”, “여러분” 은 경품 이벤트 응모자를 의미합니다.  

 

  

본 경품 이벤트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요? 

 

본 경품 이벤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합니다. 귀하께서는 분쟁 

발생시 대한민국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본 경품 이벤트의 응모 기간은 2016 년 11 월 11 일 오전 12 시 01 분 (UTC+8) 에 



시작 되며, 2016 년 12 월 18 일 오후 11 시 59 분 (UTC+8) 에 종료 됩니다. 해당 

국가의 시간은 www.worldtimeserver.com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점                         종료 시점        

 Nov 11, 2016 at 12:01 AM UTC+8       Dec 18, 2016 at 11:59 PM UTC+8 

 

 

# 본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http://www.worldtimeserver.com/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나요? 

아래의 인적 요구사항을 충족 한다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만 18 세 이상 성인. 

 관련 에이전시 및 관계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본인. 

 Acer 본사 및 관계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본인.  

 본 경품 이벤트 진행 및 감독 관련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본인.  

 Acer 본사, 관계사 및 에이전시에 소속된 임직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 

응모가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본 규정에서 “응모자”로 용어를 통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그리고 법에 의해 금지된 국가에서는 

시행 되지 않습니다. 본 이벤트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일본 의 국민 

그리고 영주권자에만 해당 됩니다. 해당 국가의 모든 법규가 적용 됩니다.  

 

 

 

응모 방법 

본 경품 이벤트의 공식 사이트에 (acer.com/IEM) 접속 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사이트의 도전 과제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 하시면 성공적으로 응모가 완료 됩니다. 1 인당 1 회에 한해 응모 기회가 

제공 됩니다. 모든 경품은 응모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시상 됩니다.  

 

귀하께서는 다수의 ID 로 응모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는 



것은 본 규정에 동의 하고, 규정상의 인적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어떠한 이유로 접수 되지 못한 응모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통한 

응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응모 조건에 맞지 않거나 1 회 응모 

기회를 초과한 응모에 대한 거부 권한을 갖습니다.  

 

본 이벤트 응모에 사용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메일 내용,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스폰서의 프로모션 자료로 별도의 보상이 없이 관련 법규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언제든지 본 이벤트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경우 응모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경품 당첨자 및 경품 내역  

 

응모 기간 동안 “프레데터 15 를 잡아라” 이벤트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시면, 자동으로 경품 추첨 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1 등 (총 1 명) : 프레데터 15 게이밍 노트북 1 대  

2 등 (총 5 명) : 프레데터 헤드폰 각 1 대 

3 등 (총 5 명) : 프레데터 백팩 각 1 개 

4 등 (총 10 명) : 프레데터 게이밍 마우스 각 1 대  

 

 



스폰서는 불명확한 정보를 통해 응모한 당첨자에게 특정 경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경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 될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급 될 수 없습니다.  

경품은 제 3 자에 의해 할인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 될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제품 가치의 변화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경품 또는 사용되지 않은 

경품의 일부분은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 될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급 될 

수 없습니다.  

 

스폰서의 통제 권한 이외의 사건 (전쟁, 테러, 국가 긴급 사태, 자연재해 등) 

발생시, 스폰서는 본 이벤트를 취소, 변경,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림  

1 등 경품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응모자로부터 제공된 이메일을 통해 응모기간 

종료 시점 15 일이내에 연락 드립니다. 당첨 확인 메일이 반송 되거나 이메일 

발송일 기준 7 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스폰서는 재추첨을 통해 다른 

당첨자를 선정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첨자는 경품 발송을 위해 정확한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경품의 분실 및 

배송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경품 발송  

2 등, 3 등, 4 등 경품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응모자로부터 제공된 이메일을 통해 

응모기간 종료 시점 15 일이내에 연락 드립니다. 모든 당첨자는 경품 발송을 위해 

정확한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경품의 분실 및 배송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스폰서는 본 이벤트 응모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 소유자를 경품 당첨자로 간주 

합니다.  

 

경품 당첨자로 확정 된 경우  

해당 경품을 현금 환급 또는 다른 제품 및 서비스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경품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동등한 가치의 제품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 되었지만 경품을 받을 수 없거나 경품 수령을 거부 하실 경우, 

타인을 대체 당첨자로 지정 하실 수 없습니다.  

경품을 수령 하실 경우 당첨 경품에 대한 세금은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당첨 확률은 어떤가요? 

당첨 확률은 전체 응모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이벤트 참가에 따른 동의 사항  



 

본 이벤트에 참가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동의 해주셔야 합니다.  

 

스폰서는 모든 잠재적 문제사항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본 이벤트에 참가를 위해 응모자는 스폰서는 이벤트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참가 및 경품 수령 등을 통해 

스폰서는 귀하의 연령, 선호도, 닉네임, 대략적인 주소 및 응모 시 등록된 기타 

컨텐츠를 별도의 보상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본 이벤트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바이러스, 버그, 재난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본 

이벤트 관리 및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본 이벤트는 취소, 변경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가 취소, 변경 또는 연기 될 경우 스폰서는 취소, 변경, 연기 

관련 공지일 시점까지 등록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해킹 시도가 발견 될 경우 또는 사기적 

행위로 본 이벤트 경품의 무결성과 합법성의 훼손을 시도할 경우, 당사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당사 

주관으로 진행 될 이후 모든 프로모션에 참여를 금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