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자녀가 위저즈오브더코스트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조직화플레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직 : 더 개더링, Dungeons & Dragons, Duel Masters 및 Kaijudo 등의 디지털 및 오프라인 게임을 
사랑하는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다음 동의서는 귀하의 자녀가 위저즈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와 그 
정보의 활용 및 공개, 저장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저즈는 자녀의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위저즈의 개인 정보 수집 방침과 관련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귀하의 동의 하에만 활용될 것이며, 귀하는 언제든지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본 동의서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자녀의 계정이 생성된 
날로부터 7일 내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계정 및 계정과 연계된 정보 일체가 삭제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계정이 생성되면 위저즈의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포럼에 
글을 게시하고 조직화플레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계정은 http://company.wizards.com/tou에 명시된 위저즈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획득하며, 해당 포인트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 내 순위에 기록됩니다. 플레이어 순위는 조직화플레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위저즈는 각 플레이어에게 경기 기록과 연결된 고유한 DCI 번호를 배정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별, 지역별, 국가별, 전 세계 등 여러 가지 범주로 플레이어의 순위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 순위는 위저즈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플레이어의 이름 및 국가도 함께 표시됩니다. 또한, 위저즈는 웹사이트의 온라인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토너먼트 결과를 알립니다. 귀하의 자녀가 조직화플레이에 참여할 경우, 귀하는 자녀의 이름 및 국가가 온라인 순위와 뉴스 기사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직화플레이 이벤트 대부분은 가까운 매장주와 게임 애호가 등의 독립적인 토너먼트 오거나이저에 의해 개최됩니다. 위저즈는 조직화플레이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러한 
제삼자에게 매치 생성 및 결과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위저즈는 해당 제삼자에게 "플레이어" 검색 도구를 제공하여 
토너먼트 오거나이저들이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플레이어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이벤트 참여에 필요한 DCI 번호를 분실한 경우, 토너먼트 
오거나이저는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자녀의 이름, 시/도 또는 우편번호를 통해 DCI 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저즈는 시/도 및 우편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순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참여한 이벤트의 순위 및 토너먼트 정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위저즈는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저즈는 플레이어에게 출시 예정인 제품, 토너먼트 및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저즈는 플레이어 정보를 판매하지 않지만, 위저즈 대신 마케팅 및 
규정에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거나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제삼의 판매자와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게임, 이벤트 및 설문 조사 참여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약식으로 서명해 주십시오. __________ 이 설정은 자녀의 온라인 계정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저즈는 새로운 순위 계산법 및 계정 
정보, 이용약관 업데이트 등의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저즈의 조직화플레이 시스템은 다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위저즈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국가 및 관할 지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위저즈에 본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이러한 정보 전송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플레이어 정보의 활용은 위저즈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http://company.wizards.com/privacy)을 따릅니다.  
 
부모 및 보호자는 수집된 자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요청 및 동의 취소를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이나 활용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company.wizards.com/contactu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아래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보장하며 본인 자녀의 계정 생성 및 위저즈의 웹사이트와 조직화플레이 시스템 참여에 동의하기 위해 제공함을 인정합니다.  
 
자녀 계정 정보(서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정자로 작성)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 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CI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정보(제공되는 정보는 부모동의서 용도로만 사용되며 위저즈 개인정보 보호정책(http://company.wizards.com/privacy)에만 의거하여 제삼자에게 공유됩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한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CHILDACCOUNTS@WIZARDS.COM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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