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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펑크 2077 사진 모드 챌린지"
글로벌 콘테스트

규정

§ 1. 일반 조항

1. 이 문서(이하 "규정")는 "사이버펑크 2077 사진 모드 챌린지"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의 약관을

설명합니다.
2. 당사는 귀하(이하 "참가자")를 초대해 게임 내 사진 모드를 사용하여 특정 나이트 시티 테마를 담은

사진(이하 "응모작")을 찍도록 합니다.
3. 참가자는 응모작을 .png 또는 .jpg 형식의 사진으로 저장하여 cyberpunk.net/photo-mode-challenge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자세한 요구 사항은 §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콘테스트 기간에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응모작을 만들어 보냈으며 § 6에 명시된 기타 필수 정보를
모두 제출한 참가자(이하 "수상자")에게는 상품을 수여합니다. 챌린지마다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5. 본 콘테스트는 Poland, Warsaw, ul. Jagiellońska 74에 등록된 사무실(우편 번호: 03-301)이 있고 14th
Commercial Department of the National Court Register에 있는 바르샤바 지방 법원에 기업으로 등록된
CD PROJEKT S.A.(이하 "당사" 또는 "주최자")가 주관합니다. 당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KRS
0000006865, NIP(납세자 ID 번호)는 7342867148, 주식 자본금은 PLN 100,738,800.00입니다.

6. 본 콘테스트는 Razer Inc.(이하 "협력사")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Razer inc.는 9 Pasteur Suite #100,
Irvine, CA 92618 USA 에 등록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납세자 ID 번호: 13 429 0448

§ 2. 참가자

1. 본 콘테스트의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테스트 참가자는 응모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정 연령이어야 합니다.

2. 주최자나 협력사, 그 계열사, 자회사, 제조사의 피고용인이나 사업상 가까운 관계, 판매 대리인, 광고
대행사 직원 또는 이들의 직계 가족은 본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콘테스트 일정

1. 본 콘테스트는 다음 기간(이하 "콘테스트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첫 번째 챌린지 - 2022년 9월 14일에 시작해 2022년 9월 26일 16시(CEST)에 종료
b) 두 번째 챌린지 - 2022년 10월 7일에 시작해 2022년 10월 19일 16시(CEST)에 종료
c) 세 번째 챌린지 - 2022년 11월 4일에 시작해 2022년 11월 16일 16시(CET)에 종료
d) 네 번째 챌린지 - 2022년 11월 29일에 시작해 2022년 12월 09일 16시(CET)에 종료

2. 참가가 인정된 응모작은 모두 콘테스트 웹사이트인 cyberpunk.net/photo-mode-challenge에 게시됩니다.
3. 각 챌린지의 결과는 각 제출 기한이 종료된 뒤 일주일 이내에 공개 발표됩니다.

§ 4. 제출

1. 콘테스트에 참가하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응모작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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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펑크 2077 사진 모드에서 촬영하여 .png 또는 .jpg 형식으로 저장한 사진만 응모할 수 있으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자르거나, 좌우반전을 제외, 수정, 개선 또는 변경한 게임의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응모작은 콘테스트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응모작은 cyberpunk.net/photo-mode-challenge에있는양식을활용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기타다른
방법으로 콘테스트에 응모하면 실격입니다.

4. 챌린지마다 응모작은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제출한 응모작만 콘테스트 접수가 인정되며,
추가로 제출한 응모작은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다른 사람의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응모작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 지식 재산권,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응모작이어서는 안 됩니다.

7.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참가자의 응모작 제출을 거부하거나 참가자를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응모작이 관련법 조항, 콘테스트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
b) 응모작에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성차별,명예훼손요소가포함되어있거나,불쾌하거나,불법이거나,
제삼자의 지식 재산권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8. 여러 챌린지에 참가할 순 있지만, 이미 챌린지 수상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다른 챌린지의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5. 선정 기준

1. 주최자의 대표로 구성된 다음 심사 위원단(이하 "콘테스트 위원회")이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a) 커뮤니티 매니저
b) 커뮤니티 매니저
c) 커뮤니티 매니저
d) 커뮤니티 매니저
e) 커뮤니티 매니저
f) 인게임 포토그래피 리드
g) 인게임 엔진 스페셜리스트
h) 인게임 포토그래퍼
i) 인게임 포토그래퍼
j) 내러티브 디렉터
k) 선임 프리비즈 아티스트

2. 콘테스트 위원회는 응모작의 창의성과 독창성, 주제와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3. 콘테스트 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4. 다음과 같은 주최자의 SNS 계정에 수상자의 응모작과 이름이 게시됩니다.

● 콘테스트 공식 웹사이트: cyberpunk.net/photo-mode-challenge
● 주최자의 공식 포럼: forums.cdprojektred.com/
● 사이버펑크 2077 공식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yberpunkGame/
● 사이버펑크 2077 공식 Twitter 프로필: https://twitter.com/CyberpunkGame
● 사이버펑크 2077 공식 Instagram 프로필: https://www.instagram.com/cyberpunkgame/?hl=en
● 사이버펑크 2077 공식 디스코드 서버: discord.gg/cyberpunkgame

§ 6.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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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하 "상품")을 받습니다.
○ 레이저 울버린 V2 컨트롤러
○ 사이버펑크 2077 컬렉터스 에디션 피규어
○ 사이버펑크 2077 아트북
○ 사이버펑크 2077 굿즈 가방

추정 소매가는 약 400 USD입니다.

2. 주최자는 고유 권한으로 참가자에게 기타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3. 의심의 여지를없애기위해,상기된상품은참가자에게표시되는규정의언어와관계없이모든참가자에게

동일합니다.

4. 수상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수상 메시지는 상기 § 3.3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전송됩니다.

5. 모든 수상자는 주최자가 메시지로 연락을 취한 날부터 칠(7)일 이내에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주최자에게 이메일로 상품 수령 여부 확인

○ 주최자에게 상품을 보낼 우편 주소 제공

6. 수상자가 주최자에게 상기된 5 (a) 및 (b)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주최자는 다른 참가자를 수상하고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다른 참가자에게 수여하거나 누구에게도

수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해당될 경우,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수상자는 상품이 전달되기 전에 주최자에게 수상자의 과세 목적상

거주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최신 납세 증명서와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한 실질 소유자 증명서(부록 A에

예시 첨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콘테스트 결과는 상기 § 3.3에 명시된 기한 내에 § 5.4에 명시된 주최자의 공식 SNS 계정 및 콘테스트

웹사이트에서 공개 게시물을 통해 발표됩니다.

§ 7. 상품 관련 비용

9. 주최자는 상품 배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10. 주최자는폴란드법에따라상품에부과되는세금을부담합니다.이를제외하고,상품과관련한국가,연방,
주, 지역이나 기타 추가 세금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수상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세금 납부, 자금 세탁 방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수상자는 주최자의 제출 요청 이후 칠(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참가자의 의무와 서약

1. 규정에 따라 응모작을 제출하면 참가자가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응모작을 게시하면, 참가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주최자가 참가자의 이름/별명 및 콘테스트 결과 발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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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itał zakładowy: 100.738.800 zł (wpłacony w całości) Share capital: PLN 100.738.800 (paid-up)
KRS: 0000006865, Sąd Rejonowy dla m.st. Warszawy - XIV Wydział Gospodarczy KRS KRS number 0000006865, District Court for Warsaw,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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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모작을 제출하면 다음 조항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모작은 개인 소유의 독립적 작업물입니다.
● 참가자는 응모작 사용에 대한 개인적/경제적 저작권과 모든 분야에서의 부당한 이용에대한파기
권리 및 응모작 사용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 독점적 저작재산권을 지닙니다.

● 참가자는 파생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지닙니다.
● 상기 항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참가자의 경제적 저작권은 제삼자(주최자 제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제삼자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응모작을 사용할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9. 저작권

1. 응모작을 게시하면, 귀하(참가자)는 당사(주최자)에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양도 불가능하고,
저작권료가 없는 작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주최자는이러한라이선스를통해콘테스트위원회와
플레이어 커뮤니티에 응모작을 제공하거나, 주최자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콘테스트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 가능한 모든 기술로 응모작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응모작을 모든 채널에 배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권리
●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응모작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개할 권리

2. § 9.1에 명시된 라이선스는 다음을 따릅니다.
a. 수상자의 응모작의 경우, 라이선스는 무기한 유지됩니다.
b. § 3.2에 명시된 결과 발표일 기준으로 참가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경우라이선스는즉시
종료됩니다.

§ 10.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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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콘테스트 참가목적으로제공한참가자의모든정보는자발적으로제공한것이며,수상자의경우콘테스트
참가 및 상품 수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3. 당사는 귀하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이름과성또는별명/가명,이메일주소,응모작에포함된기타개인정보(해당되는경우),주최자와
연락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해당되는 경우)

5. 수상자: 이름과 성 또는 별명/가명, 연락 가능한 주소,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예: 세금 목적), 사진,
주최자와 연락하기 위해 제공한 기타 개인 정보(해당되는 경우)

6. 귀하의 개인 정보는 귀하가 참가하는 콘테스트에서 응모작을 평가하고, 상품을 수여하고, 당선 여부를
알리고, 참가자와 연락하여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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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주최자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자세한내용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gulations.cdprojektred.com/en/privacy_policy.)

§ 11.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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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는 상기 § 7에 따라 콘테스트 참가, 응모작 준비 및 제출, 상품 수령등참가자가콘테스트참가와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2. 최종 조항

1. 이 규정은 다음 언어로 게시됩니다. 영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아랍어.

2. 주최자는 본 콘테스트가 상기 § 5.4에 명시된 SNS 플랫폼의 소유자로부터 후원이나 홍보,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소유자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콘테스트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3. 콘테스트 규정은 폴란드 법에 따라 해석되며 폴란드 법을 준수합니다.
4. 본 콘테스트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이나 복권, 또는 2009년 11월 19일제정된도박게임법에언급된
게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콘테스트 규정은 2022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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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실질 소유자 증명서(예시)

나, 1(은)는소득및자본에관한 OECD모델조세협약의효력내에서상품의실질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나는

1. 상품을 수령한 뒤 독자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수령한 상품이나 그일부의손실과관련된
경제적 문제의 위험 요소를 포함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품을 수령합니다.

2. 계약에 따라 상품 전체나 일부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다른 법인에 양도해야 하는 대리인,
대표, 신탁자 등이 아닙니다.

3. 자신이 국내법과 관련 이중 과세조약에따라 2
의납세자로간주되는모든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상기 약관은 모두 공동으로 충족됩니다.

나는 상기 사항이 변경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알릴 것을 약속합니다.

수상자: .

서명 일시, 수상자의 서명

2수상자의 과세 목적상 거주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수상자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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