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Official Rules 

 

NO PURCHASE OR PAYMENT OF ANY KIND NECESSARY TO ENTER OR WIN. A 

PURCHASE WILL NOT INCREASE YOUR CHANCES OF WINNING.  ENTRY IN THIS 

SWEEPSTAKES CONSTITUTES YOUR ACCEPTANCE OF THESE OFFICIAL RULES.   

 

Official Rules for Participating in the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Terms") 

 

1. General Terms 

 

By participating in the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the "Promotion"), you accept these Terms.  

Please read these Terms carefully before participating.  If you do not agree to the Terms, you may not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These Terms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you" or the "Participant") and Wilson Sporting Goods 

Co., 130 East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linois 60601 USA; email: consumerservice-us-

en@wilson.com ("Organizer")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Questions and feedback about the Promotion 

may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Organizer through the aforementioned contact details.  The Promotion 

begins on August 13, 2019 at 12:00:00 am Central Time, United States (“CT”) and ends on August 20, 

2019 at 11:59:59 pm CT (inclusive) ("Promotion Period").  Only entries received within the Promotion 

Period will be taken into account. 

 

The Promotion promotes Wilson Sporting Goods Co. 

 

2. Right to Participate 

 

The Promotion is open to individuals who are legal residents of the fifty (50) United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Canada (excluding the province of Quebec), Mexico,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South Korea (the “Territory”) who (i) reside and are physically located in the Territory and (ii) 

have reached the legal age of majority in the place of their residency at the time of entry. The Organizer 

may require winners to certify their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Employees, officers, directors, representatives and agents of the Organizer or those of any of its affiliates, 

as well as the immediate family (defined as parents, siblings, children and spouses,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or households (whether or not related) of such employees, officers, directors, representatives and 

agents and anyone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operation or fulfillment of the Promotion,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Any illegible entries will be held void.  The Promotion is void outside of 

the Territory, in Puerto Rico, all U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nd where prohibited.   

 

3. Instructions for Participation 

 

During the Promotion Period, visit  www.wilson.com/blade-signup  to complete an entry form which may 

include submitting your name, home mailing address, email address, date of birth, and/or other required 

information.  By entering the Promotion, you agree to comply with and be bound by these Terms.  Once 

you have completed the entry form, you will receive one entry to the Promotion. 

 

Failure to comply with the Official Rules may result in disqualification from the Promotion.  Please see the 

privacy policy located at Wilson.com (www.wilson/com/en-us/legal) for details of Organizer’s policy 

regard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his Sweep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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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Up to one (1) entry per person during the Promotion Period.  Multiple participants are not permitted 

to share the same email address.  Any attempt by any participant to obtain more than the stated number of 

entries by using multiple/different email addresses, identities, registrations or logins, or any other methods 

will void that Participant’s entries and that participant may be disqualified.  Any use of robotic, repetitive, 

automatic, programmed or similar entry methods or ag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weepstakes entry 

services) will void all entries by that participant.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to any entry, the authorized 

account holder of the email address associated with the entry will be deemed to be the Participant.  The 

"authorized account holder" is the natural person assigned an email address by an Internet access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 or othe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assigning email addresses for the domain 

associated with the submitted address.  Potential winners may be required to show proof of being authorized 

account holders. 

 

If you are selected as a prize winner, you grant the Organizer, and those acting under its authority, 

permission to use and distribute your name, voice, likeness, biographical information, photographs, video 

recordings, statements, and other such materials of you for advertising and publicity purposes worldwide 

in any and all media now know or hereinafter invented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selection of the 

winner without any further remuneration or separate agreements to the extent permitted by mandatory law.  

In doing so, the Organizer will acknowledge you and/or your contribution to the extent required under 

applicable mandatory law. 

 

Participation in the Promotion is not subject to a charge.  

 

You may receive direct electronic marketing, such as promotional messages by the Organizer, by checking 

the box indicated on the entry form.  You can always opt-out from receiving direct electronic marketing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in the messages or by contacting consumerservice-us-en@wilson.com. 

 

Any illegible entries or entries suspected to be fraudulent may be rejected. If you enter or attempt to enter 

the Promotion in violation of these Terms or in a manner that is otherwise unfair to other participants, you 

may be rejected from the Promotion at the Organizer's sole discretion.  

 

No responsibility is accepted for late, lost, delayed, damaged, corrupted, illegible or incomplete entry forms, 

which shall be disqualified at the discretion of the Organizer, or for transmission or computer error affecting 

the logging of entry forms. Proof of posting will not be accepted as proof of delivery. 

 

4. Selection of Winners 

 

On August 21, 2019, four (4) potential Prize Winners will be selected from a random drawing of all eligible 

entries received during the Promotion Period in compliance with these Terms.  IF NO ENTRIES ARE 

SUBMITTED IN COMPLIANCE WITH THESE TERMS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EN 

NO PRIZES WILL BE AWARDED.  IF FEWER THAN FOUR (4) ENTRIES ARE SUBMITTED IN 

COMPLIANCE WITH THESE TERMS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EN FEWER  THAN 

FOUR (4) TOTAL PRIZES MAY BE AWARDED.  IN NO EVENT WILL MORE THAN FOUR (4) 

TOTAL PRIZES BE AWARDED. Each Participant is only eligible to win one (1) Prize during the 

Promotion Period.  Odds of winning depend on the number of eligible entrie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e potential Prize Winners selected will be notified by email on or about Wednesday, August 21, 2019.   

Prizes will be shipped out to a verified winner’s address within 6-8 weeks of the end of th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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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N POTENTIAL CANADIAN PRIZE WINNERS - If any potential prize winner is a 

Canadian resident he/she will be required to answer a time limited skill testing question without 

assistance of any kind whether mechanical or otherwise, in order to be eligible to receive a prize.    

 

The names of the winners may be published on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website and on 

Organizer’s social media channels to the extent the winners have not prohibited the publication of their 

names.  By entering this Promotion, you agree to such publication of your name if you are a winner.  You 

are allowed to withdraw your consent at any time.  If a winner cannot be reached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s of the date on which the Organizer first attempted to reach the winner, or if the Organizer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Participant has contravened any of these Terms, the initial winner 

will be considered to have forfeited his/her right to the prize and the Organizer is entitled to either select 

another winner or forego awarding the Prize.  The Organizer’s decision(s) are final and no correspondence 

shall be entered into.  

 

5. Prizes 

 

Up to four (4) Total Prizes: each Prize awarded shall consist of one (1) Wilson Blade racket, one (1) 

Wilson Super Tour Compartment Bag Racket Bag, one (1) Wilson or Luxilon string set, one (1) Wilson 

Pro Overgrip 3 Pack, and one (1) Wilson Pro Feel Racquet Dampener 2 Pack.   

 

Approximate retail value (“ARV”) of each Prize: 385 USD / 509 CAD / 7,330 MXN / 304 GDP / 340 EUR 

/ 41,445 JPY / 446,712 KRW.  

 

Approximate retail value of the Four (4) Total Prizes: 1,540 USD / 2,036 USD / 29,320 MXN / 1,216 GDP 

/ 1,360 EUR / 165,780 JPY / 1,786,848 KRW. 

 

The Prizes are personal, non-exchangeable, non-transferable and non-refundable. No cash alternative is 

available, except if the prize (or any part thereof) becomes unavailable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Organizer's control, in which case Organizer may offer an alternative prize of equal or greater monetary 

value.  To the extent not prohibited under applicable mandatory law, you wi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ll 

applicable taxes relating to your receipt and/or use of the prize, if applicable.  The Organizer will give 

notifications to tax authorities and pay any taxes that it is obliged to pay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mandatory law.  

 

Except where prohibited by law, potential winners may be required to return an Affidavit of Eligibility and 

Publicity & Liability Release and any other reasonably required documents within five (5) days following 

attempted notification or prize may be forfei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under applicable mandatory law or expressly stated in writing in connec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prize, the prize is awar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Organizer, nor any of its 

affiliates, makes any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nature with respect to the prize.  

 

6. General Conditions 

 

Except where prohibited by law, Organiz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typographical errors in these Terms 

or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 of the Promotion; any kind of electronic, hardware, software or technical 

problems caused by Organizer, the user or by any of the equipment or programming associated with or 

utilized in the entry process; any human error which may occur in the processing of the entries or the 

selection of the entries, or which may limit any Participant’s ability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If the Promotion becomes compromised, hampered, interrupted, not capable of running as planned, or 

rendered impossible of performance in any way, Organizer reserves the right, in its sole discretion, to 

cancel, suspend or withdraw the Promotion, or to amend these Terms without notice, and, if possible, select 

Prize Winners from all eligible entries received prior to or after the cancellation, suspension, reschedule or 

withdrawal. 

 

Each Participant will not knowingly damage or cause interruption to the Promotion and/or prevent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CAUTION: ANY ATTEMPT TO DAMAGE OR UNDERMINE THE 

LEGITIMATE OPERATION OF THE PROMOTION HEREUNDER VIOLATES CRIMINAL OR CIVIL 

LAWS.  IF SUCH AN ATTEMPT IS MADE, ORGANIZER MAY DISQUALIFY ANY PARTICIPANT 

MAKING SUCH ATTEMPT AND ORGANIZER MAY SEEK DAMAGES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By entering the Promotion, Participants agree to be bound by these Terms and the decisions of Organizer. 

 

7. Liability 

 

For residents of Germany – Organizer or its affiliate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jury to life, body or health or from the violation of essential contractual obligations as well 

as liability for other damages arising from an intentional, fraudulent or grossly negligent breach of duty of 

Organizer or its affiliates.  In other cases in which damages are the result of slight negligence, the 

Organizer's and/or its affiliates' liability will be limited to the value of the prize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In all other cases, the Organizer's liability is excluded. 

 

For Residents of all other countries of in the Territory – Nothing in these Terms shall exclude or in any 

way limit the Organizer’s liability for fraud, o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Organizer’s 

negligence or any other liability to the extent the same may not be excluded or limited as a matter of law.  

Some jurisdictions may not permit limitations of certain rights, claims, implied warranties or types of 

damages. Some of the following limitations may, therefore, not apply to you. 

 

Subject to previous section, the following shall app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by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you agree to release the Organizer and its parents, affiliates, subsidiaries, 

and related companies, divisions, advertising and promotion agencies and the respective employees,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foregoing “collectively, the “Releasees”) from any and all liability arising in 

any manner out of the Promo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selection of the winne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motion, and the acceptance or the use of the prize or any component thereof as 

well as to indemnify and hold the Releasee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claims, damages, liabilities, 

losses, costs or expen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ny of your acts or omissions relating to the 

Promotion. Except in the event of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the Releasees' liability will in 

any case be limited to the value of the prize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8. Dispute Resolution 

 

This Promotion is offered only in the fifty (50) United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Canada 

(excluding the province of Quebec), Mexico,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South 

Korea, and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United States. 

 

For residents of the European Union - If a dispute, conflict or controvers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Promotion, cannot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the European Commission 

provides a platform for online dispute settlement.  This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settle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ese Terms without first engaging a court. The platform can be found at 



 

http://ec.europa.eu/consumers/odr/.  The consumer can also submit the matter for resolution to a competent 

national dispute resolution body. 

 

For residents of all other countries in the Territory – All claims must be resolved in the federal or state 

courts of Cook County, Illinois, United States.  Participant agrees that: (i) any and all disputes, claim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or connected with this Promotion, or any prizes awarded, other than those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motion or the determination of winners, shall be resolved 

individually, without resort to any form of class action; (ii) any and all disputes, claim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or connected with this Promotion, or any prizes awarded, shall be resolved exclusively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r the appropriate Illinois State Court located in Chicago, Illinois; (iii) any and 

all claims, judgments and awards shall be limited to actual out-of-pocket costs incurred, including costs 

associated with entering this Promotion, but in no event attorneys' fees; and (iv) under no circumstances 

will Participant be permitted to obtain awards for, and Participant hereby waives all rights to claim punitive,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and any other damages, other than for actual out-of-pocket expenses, 

and any and all rights to have damages multiplied or otherwise increased.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LIMITATIONS OR EXCLUSION OF LIABILITY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SO THE ABOVE MAY NOT APPLY TO YOU.  Laws in the 

Participant’s country of residence may give Participant the right to file claims before the courts of that 

country and may provide that some laws of that country are also applicable to this Promotion.  However, if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shall 

be declared to be invalid, unenforceable or void, such decis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invalidating or 

voiding the remainder of these Terms, it is the intent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that these Terms shall be 

deemed amended by modifying such provision to the extent necessary to render it valid, legal and 

enforceable while preserving its intent or, if such modification is not possible, by substituting therefore 

another provision that is valid, legal and enforceable so as to materially give effect to Organizer’s intent. 

 

9. Winner’s List 

 

The names of the confirmed Four (4) Prize Winners (if any) will be posted online at 

www.wilson.com/blade-signup.  The names of the confirmed Four (4) Prize Winners (if any) may also be 

obtained after close of the Promotion and no later than January 21, 2020 by sending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to: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ATTN: Racquet Sports Department, 130 E.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 60601 USA. Canadian residents may omit return postage. See 

Section 4 above if there are fewer than four (4) valid 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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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ILSONブレードキット懸賞 

オフィシャルルール 

 

参加・当選にあたり、購入や支払いは一切必要ありません。購入により当選の確率が上が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この懸賞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参加者は本オフィシャルルールに同意したものとします。 

 

2019 WILSONブレードキット懸賞オフィシャルルール（「本規約」） 

 

10. 一般条項 

 

2019 Wilsonブレードキット懸賞（「本プロモーション」）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貴殿は本規約に同意したことになり

ます。参加する前に本規約を注意してお読みください。本規約に同意しない場合は、本プロモーションに参加す

ることはできません。 

 

本規約は、本プロモーションに関して、貴殿（「貴殿」または「参加者」）とWilson Sporting Goods Co.（所在地：

130 East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linois 60601 USA、メールアドレス：consumerservice-us-

en@wilson.com）（「主催者」）の関係に適用されます。本プロモーションに関する質問およびご意見・ご感想

は、上記の連絡先を通して主催者宛て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本プロモーションは2019年8月13日米国中

央部時間（「CT」）午前0:00:00に開始され、2019年8月20日CT午後11:59:59に終了します（基準時刻を含

む）（「本プロモーション期間」）。本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に受理された応募のみが対象となります。 

 

本プロモーションはWilson Sporting Goods Coを販促するものです。 

 

11. 参加の権利 

 

本プロモーションは、米国の50の州およびコロンビア特別区、カナダ（ケベック州を除く）、メキシコ、英国、ドイツ、

フランス、日本、韓国（「対象地域」）における合法的居住者であり、(i) 対象地域に居住し本人が実際に所在

しており、かつ (ii) 応募の時点で居住地における法定成年年齢に達している個人が参加できます。主催者は

当選者に対し、本プロモーションへの参加資格を証明するよう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 

 

主催者またはその関連会社の社員、役員、取締役、代表者および代理人、ならびにかかる社員、役員、取

締役、代表者、および代理人の親族（居住地にかかわらず両親、兄弟姉妹、子、配偶者と定義される）また

は世帯（関係の有無にかかわらない）、および本プロモーションの運営または実施に別途関係するその他の人

は、本プロモーションに参加する資格はありません。判読できない応募は無効となります。本プロモーションは、対

象地域外、プエルトリコ、米国の準州と属領、および禁止されている地域では無効です。 

 

12. 参加方法 

 

本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に  www.wilson.com/blade-signupにアクセスし、応募フォームに、氏名、自宅住所、メ

ールアドレス、生年月日、その他の必要事項を記入します。本プロモーションに応募することにより、本規約を遵

守し、拘束されることに同意したことになります。応募フォームに記入することにより、本プロモーションに1回応募

す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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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フィシャルルールを遵守しない場合、本プロモーションへの参加資格を失うことがあります。本懸賞に関連して

収集した個人情報の使用に関する主催者の方針の詳細については、Wilson.comのプライバシー方針

（www.wilson/com/en-us/legal）を参照してください。 

 

制限: 本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1人1回まで応募できます。複数の参加者が同じメールアドレスを共有すること

はできません。複数の異なるメールアドレス、身元情報、登録、もしくはログイン、またはその他の方法を使って

規定数を超えて応募しようとすると、当該参加者の応募は無効となり、参加者は資格を失います。ロボットによ

る、繰り返しの、自動的な、プログラムによる、またはそれに類する応募方法や代理人（懸賞応募サービスを含

むがそれに限らない）の利用があった場合、当該参加者によるすべての応募が無効となります。応募に関し紛

争が生じた場合は、応募に関連するメールアドレスの認定アカウント保有者が参加者であるとみなされます。

「認定アカウント保有者」とは、インターネットアクセスプロバイダー、オンラインサービス業者、または提出されたア

ドレスに関係するドメインのメールアドレスの割り当てを担当するその他の組織によりメールアドレスを割り当てら

れた自然人です。当選候補者は認定アカウント保有者であることの証明を求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もし貴殿が懸賞当選者として選ばれた場合、貴殿は主催者ならびに主催者の権限に基づき行動する人に対

し、貴殿の氏名、音声、肖像、経歴情報、写真、動画記録、発言、その他の資料を、当選者選出から5年

間、強制的法律により許可される限りにおいて、追加の報酬または別途の契約なしに現在知られているまた今

後発明されるあらゆる媒体における世界中における広告および広報の目的で利用し配布する許可を付与しま

す。これを行うにあたり、主催者は、適用される強制的法律により要求される範囲において、貴殿および貴殿

の貢献に謝意を表します。 

 

本プロモーションへの参加に料金はかかりません。 

 

応募フォームに示されたボックスにチェックを入れることにより、貴殿は主催者からの販促メッセージなどの電子的

なダイレクトマーケティング（EメールDM）を受け取る場合があります。メッセージに記載された指示に従うか、また

はconsumerservice-us-en@wilson.comに連絡することにより、貴殿はEメールDMの受け取りをいつでもオプト

アウト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判読できない応募または詐欺的な疑いのある応募は拒否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本規約に違反して、またはそ

れ以外の点で他の参加者に対し不公平となる形で本プロモーションへ応募したり、または応募しようとしたりした

場合、主催者の単独の裁量により本プロモーションへの参加を拒否されます。 

 

主催者の裁量により資格がないものとされる、遅れた、紛失した、遅延した、損傷した、破損した、判読できな

い、または記入漏れのある応募フォームや、応募フォームのログインに影響する送信エラーやコンピュータエラーに

ついての責任は一切負いかねます。投函証明は配達証明として認められません。 

 

13. 当選者の選出 

 

2019年8月21日に、本規約に従って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に受理されたすべての適格の応募から、抽選により4

名の賞当選候補者が選ばれます。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本規約に従って提出された応募が1件もない場合

は、賞は授与されません。本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本規約に従って提出された応募が4件未満であった場合、

合計4件未満の賞が授与されます。いかなる場合も、授与される賞の総数が4件を超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本

プロモーション期間中、各参加者が賞に当選する資格は1回のみになります。当選の確率は、本プロモーション

期間中に本規約に従って受理された適格の応募数により異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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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当選候補者に選ばれた人には、2019年8月21日水曜日頃に電子メールで通知されます。賞は、本プロモー

ション終了後6～8週以内に確定当選者の住所へ発送されます。 

 

カナダの当選候補者についての注 - 当選候補者がカナダ居住者である場合、その候補者が受賞資格を得る

ためには、機械その他の支援なしに一定時間のスキル検査問題に答える必要があります。 

 

当選者がその氏名の公表を禁止しない限り、当選者の氏名は2019 Wilsonブレードキット懸賞のウェブサイトと

主催者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チャネル上で公表されます。本プロモーションに応募することにより、貴殿は当選者と

なった場合にこのような氏名の公表に同意することになります。貴殿はいつでもこの同意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ま

す。主催者が当選者への連絡を最初に試みてから5営業日の間に当選者に連絡が取れなかった場合、または

主催者が参加者は本規約に違反したと考える合理的な事由を持つ場合、当初の当選者は受賞に対するそ

の権利を放棄したとみなされ、主催者は別の当選者を選ぶか、または賞の授与を見合わせる権利を与えられ

ます。主催者の決定は最終的なものであり、いかなる問い合わせにも応じられません。 

 

14. 賞 

 

最大4名に授与される全賞品–  授与される各賞は、Wilsonブレードラケット1本、Wilsonスーパーツアーコンパー

トメントバッグラケットバッグ1個、WilsonまたはLuxilon ストリングセット1個、Wilsonプロオーバーグリップ3個入り1

セット、およびWilsonプロフィールラケット振動止め2個入り1セットからなります。 

 

各国通貨に換算した各賞のおよその小売価値（「ARV」）は以下の通りです。385 USD / 509 CAD / 7,330 

MXN / 304 GDP / 340 EUR / 41,445 JPY / 446,712 KRW。  

 

各国通貨に換算した4件の全賞品のおよその小売価値は以下の通りです。1,540 USD / 2,036 USD / 29,320 

MXN / 1,216 GDP / 1,360 EUR / 165,780 JPY / 1,786,848 KRW。 

 
 

懸賞は個人的なものであり、交換、譲渡、および返金はできません。現金との引き換えはできません。ただし、

主催者の管理の及ばない状況により、懸賞（またはその一部）が利用不能になった場合は、主催者は同等以

上の金銭的価値を持つ代替の賞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ます。適用される強制的法律により禁止されていない

範囲で、貴殿は、本懸賞の貴殿による受領および／または利用に対し適用されるすべての税（該当する場

合）を単独で支払う義務を負います。主催者は、適用される強制的法律に従って、税務当局に通知を行い、

支払いが義務付けられる税を支払います。 

 

法により禁止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当選候補者は、通知の試みから5日以内に、適格性および肖像権と賠

償請求権の放棄についての宣誓供述書およびその他の合理的に要求される文書を返送する必要がある場合

があり、これを行わない場合は賞を没収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適用される強制的法律による別段の規定がない限り、または明示的に書面により賞の提供について記載され

ていない限り、賞は「現状あり姿」で授与され、主催者もその関連会社も、賞に関する性質について一切表明

も保証もしません。 

 

15. 一般条項 

 

法によって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主催者は、本規約または本プロモーションの広告販促における誤字や、主

催者、ユーザー、または応募プロセスに使用もしくは関係する装置もしくはプログラミングに起因する、電子的、



 

ハードウェア上、ソフトウェア上、技術的な問題、または応募の処理中にもしくは応募の選択において発生す

る、もしくは参加者の本プロセスへ参加能力を制限する場合のある人為的エラーに対し、責任を負いません。 

 

本プロモーションが侵害、阻止、または中断され、計画通り実行できない場合や、何らかの形で遂行不能とさ

れた場合、主催者はその単独の裁量において本プロモーションをキャンセル、一時停止、撤回、または通知なく

本規約を改定する権利を留保し、また、可能な場合は、かかるキャンセル、一時停止、スケジュール変更また

は撤回の前または後に受理したすべての適格の応募から当選者を選択する権利を留保します。 

 

各参加者は本プロモーションを意図的に損なったり、中断させたりせず、他の人がプロセスに参加することを妨

害しないものとします。注意：本書における本プロモーションの正当な運用を損なうまたは傷つけようとする試み

は、刑法および民法に違反します。そのような試みが行われた場合、主催者はそのような試みを行った参加者

の資格を取り消し、法の許す最大限まで損害賠償を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 

 

本プロモーションに応募することにより、参加者は本規約と主催者の決定に拘束されることに同意します。 

 

16. 賠償責任 

 

ドイツ居住者用 – 主催者またはその関連会社は、生命、身体、または健康の損傷に対する、または本質的な

契約上の義務の違反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に対し、また、主催者またはその関連会社の責務の意図的、

詐欺的、または重大過失に起因するその他の損害賠償請求に対し責任の対象となります。その他の小さな過

失に起因する損害賠償の事例では、主催者および／またはその関連会社の賠償責任は、適用される強制

的法律が許可する範囲において懸賞の価値に制限されます。その他すべての事例において主催者の賠償責

任は除外されます。 

 

対象地域のその他すべての国の居住者用 – その責任の除外または制限が法により許されない範囲で、本規

約のいずれの内容も、主催者の過失またはその他の責任により生じた、詐欺、死亡、または人身傷害に対す

る主催者の責任を排除または形はどうあれ制限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一部の法域は一定の権利、請求、

黙示的保証、または損害賠償の種類に対する制限を許可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従って、以下の制限の一

部は貴殿には適用さ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 

 

前項を条件に、以下が適用されるものとします。義務的な適用法が許可する範囲において、本プロモーション

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貴殿は主催者、その親会社、関連会社、子会社および関係する企業、部門、広告販

促代理店、およびそれぞれの従業員、取締役、役員（「免責対象者」と総称）を、当選者の選択、本プロモー

ションの管理、賞またはその要素の受け入れと利用を含むがそれに限らない、何らかの形で本プロモーションに起

因するあらゆる賠償責任から免責し、また、本プロモーションに関連する貴殿の行為または不作為に起因する

またはその原因が帰属する請求、損害賠償、賠償責任、損失、費用、または経費について、免責対象者に

賠償して一切の害を与えないことに同意します。重過失または意図的な不正行為の場合を除き、免責対象

者の賠償責任は、いずれの場合も、適用される強制的法律が許可する範囲において、賞の価値に制限され

ます。 

 

17. 紛争解決 

 

本プロモーションは、米国の50州とコロンビア特別区、カナダ（ケベック州を除く）、メキシコ、英国、ドイツ、フラン

ス、日本、および韓国においてのみ提供され、米国イリノイ州の法律が適用されます。 

 



 

欧州連合内の居住者用 – 両当事者間の交渉を通して解決できない本プロモーションに起因または関係する

紛争、相反、論争は、欧州委員会がオンライン紛争解決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提供します。これにより、最初に

法廷に持ち込むことなく本規約に関する紛争を解決する機会が得られます。プラットフォームは

http://ec.europa.eu/consumers/odr/でご覧いただけます。消費者は、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管轄権を持つ

国の紛争解決組織へ提起することもできます。 

 

対象地域内のその他すべての国の居住者用 – すべての請求は、米国イリノイ州クック郡における連邦または州

の裁判所において解決する必要があります。参加者は以下に同意します。(i) 本プロモーションの管理または当

選者の決定に関する以外の、本プロモーションおよび授与された賞に起因または関係するすべての紛争、請

求、訴因は、個別に解決されるものとし、いかなる形態の集団訴訟にも依らないものとします。(ii) 本プロモーシ

ョンおよび授与された賞に起因または関係するすべての紛争、請求、訴因は、イリノイ州シカゴに所在する合衆

国地方裁判所、または適切なイリノイ州裁判所によって専属的に解決されるものとします。(iii) すべての請求、

判決、裁定は、実際に発生した負担費用に限定されるものとし、本プロモーションへの応募に関連するコストを

含むが、いかなる場合も弁護士費用を含まないものとします。(iv) いかなる状況においても、参加者は懲罰的

損害、偶発的損害、結果的損害を請求する、または実際の負担費用以外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または

損害賠償金額を数倍にしたりそれ以外の形で増加する裁定を得ることを許可されず、そのようなすべての権利

をここに放棄します。一部の法域では偶発的または結果的な損害賠償の制限や排除が許容されないため、

上記は貴殿に適用さ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参加者の居住国の法律はその国の裁判所に訴訟を訴える権利

を参加者に与える場合があり、その国の一部の法律が本プロモーションに適用されると規定する場合もありま

す。一定の人または状況に対する本規約の条項やかかる条項の適用が無効である、執行不可能である、効

力がないと宣言された場合は、かかる決定は、本規約の残りの部分を無効化したり効力を失わせないものと

し、かかる条項の意図を保持しつつ本規約を有効かつ合法かつ執行可能なものとするために必要な範囲にお

いて、かかる条項を修正すること、またはもしかかる修正が可能でない場合は、それにより実質的に主催者の意

図を実行する、有効かつ合法かつ執行可能な条項に置き換えることにより、本規約を改訂するとみなすこと

が、両当事者の意図であり合意事項であるものとします。 

 

18. 当選者リスト 

 

4名の当選確定者名（決定の場合）は、オンラインでwww.wilson.com/blade-signup に掲載されます。本プロ

モーション終了後、2020年1月21日までの間に、自分の住所を記載し切手を貼った返信用封筒を以下に送

付することによっても、4名の当選確定者名（決定の場合）を入手できます。“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ATTN: Racquet Sports Department, 130 E.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 60601 

USA. カナダの居住者は返信用切手を貼る必要はありません。有効な応募が4名未満の場合は上記第4項を

参照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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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ILSON BLADE KIT 경품행사 

공식 규칙 

 

경품행사에 응모하거나 당첨되기 위해 어떠한 유형의 구입이나 지불도 필요없습니다. 구입한다고 

해서 귀하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품행사에 대한 응모를 통해 귀하는 본 공식 

규칙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9 WILSON BLADE KIT 경품행사 참가 공식 규칙(이하 "약관") 
 

19. 일반 약관 

 

귀하는 2019 Wilson Blade Kit 경품행사(이하 "프로모션")에 참가함으로써 본 약관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참가 전에 본 약관을 주의해서 읽어주십시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은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귀하(이하 "귀하" 또는 "참가자")와 Wilson Sporting Goods 

Co.(주소: 130 East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linois 60601 USA, 이메일: 

consumerservice-us-en@wilson.com)(이하 "주최자") 간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은 상기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최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미국 

중부 표준시(“CT”)를 기준으로 2019년 8월 13일 오전 12:00:00에 시작하여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59분 59초(시작 및 종료 시각 포함)(이하 "프로모션 기간")에 종료됩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에 접수된 응모(권)만 고려됩니다.  

 

이 프로모션은 Wilson Sporting Goods Co.를 홍보합니다.  

 

20. 참가할 권리 

 

본 프로모션은 미국 오십(50) 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캐나다(퀘벡 주 제외),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및 한국(이하 "응모 지역")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i) 해당 응모 지역에 주거를 

정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ii) 응모 당시 거주지에서 성년에 달한 개인에게 응모가 허용됩니다. 

주최자는 당첨자에게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 책임자, 이사, 대표자 및 대리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원, 책임자, 

이사, 대표자 및 대리인의 직계 가족(거주지와 관계없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및 배우자로 

정의됨) 또는 세대 구성원(친척 여부 불문) 및 다른 방식으로 프로모션의 운영이나 수행과 관련된 

사람은 프로모션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독 불가능한 응모권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mailto:consumerservice-us-en@wilson.com


 

프로모션은 응모 지역 이외의 지역, 푸에르토리코, 미국의 모든 속령 및 보호령 및 금지된 

지역에서는 무효입니다.  

 

21. 참가 지침 

 

행사 기간 동안  www.wilson.com/blade-signup을 방문하여 귀하의 이름, 집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및/또는 기타 필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에 참가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을 준수하고 이에 구속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면 프로모션에 대한 1회의 응모권이 주어집니다.  

 

공식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프로모션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본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주최자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lson.com(www.wilson/com/en-us/legal)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한도: 프로모션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한(1) 장의 응모권. 여러 참가자가 같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가 복수의/다른 이메일 주소, ID, 등록이나 로그인,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횟수를 초과하여 응모권의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응모는 무효로 

처리되고 그 참가자는 실격될 수 있습니다. 로봇식의 응모 방법이나, 반복적이거나 자동적인 응모 

방법, 프로그래밍되거나 이와 유사한 응모 방법, 또는 대행사(경품행사 응모 서비스 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 의한 모든 응모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응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와 관련된 이메일 주소의 승인된 계정 

소유자가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계정 소유자"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출된 주소와 연결된 도메인에 대해 이메일 주소의 배정을 담당하는 기타 조직에 

의하여 이메일 주소를 배정받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잠재적 당첨자는 자신이 승인된 계정의 

소유자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당첨자로 선정되면 귀하는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귀하의 이름, 음성, 초상, 전기 정보, 

사진, 영상 녹화물, 진술 및 기타 자료를 현재 알려지거나 이후에 개발될 모든 매체로서 당첨자 

선정 후 오(5) 년 동안 강행 법규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이나 별도의 약정 없이 

사용하고 배포할 권한을 주최자와 그 권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최자는 관련 강행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또는 귀하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프로모션 참가로 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응모 신청서에 표시된 칸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주최자가 발송하는 홍보 메시지와 같은 

직접적인 전자 마케팅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해당 메시지에 표시된 지시를 

따르거나 consumerservice-us-en@wilson.com으로 연락하여 직접적인 전자 마케팅 자료의 

수신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lson/com/en-us/legal
mailto:consumerservice-us-en@wilson.com


 

 

판독 불가능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응모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에 응모하거나 응모를 시도하는 경우 주최자의 

재량으로 프로모션 응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응모 신청서의 지연, 망실, 지체, 손상, 훼손, 가독 불능 또는 불완전(이 경우, 주최자의 재량으로 

실격 처리됨), 또는 응모 신청서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전송 또는 컴퓨터 오류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시 증명은 배달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당첨자 선정 

 

2019년 8월 21일에, 사(4) 인의 잠재적인 당첨자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접수된 

모든 유효한 응모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제출된 응모권이 없는 경우, 어떠한 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제출된 응모권이 네(4) 장 미만인 경우, 경품이 모두 네(4) 개 미만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 네(4) 개 이상의 경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 참가자는 프로모션 기간 중 

오직 한(1) 개의 경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접수된 유효한 응모권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품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당일이나 그 즈음에 이메일로 

당첨을 통보받습니다. 경품은 프로모션이 끝난 후 6-8주 이내에 확인된 당첨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잠재적인 캐나다 경품 당첨자에 대한 주의 - 잠재적인 경품 당첨자가 캐나다인인 경우 이 

당첨자는 경품을 받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 등의 도움(유형 불문)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기술 

테스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의 이름은 그 이름 게시가 금지되지 않은 한, 2019 Wilson Blade Kit Sweepstakes 

웹사이트와 주최자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에 응모함으로써, 

귀하는 자신이 당첨자인 경우 이렇게 이름이 게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가 최초로 우승자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오(5) 영업일 이내에 당첨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최자가 참가자가 본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최초의 

당첨자는 경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최자는 다른 당첨자를 선정하거나 경품 

수여를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최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경품 

 

최대 총 네(4) 개 경품: 제공되는 각 경품은 한(1) 개 Wilson Blade 라켓, 한(1) 개 Wilson Super 

Tour Compartment Bag 라켓 백, 한(1) 개 Wilson 또는 Luxilon 스트링 세트, 한(1) 개 Wilson 

Pro Overgrip 3 팩, 그리고 한(1) 개 Wilson Pro Feel Racquet Dampener 2 팩으로 구성됩니다.  

 

각 경품의 대략적인 소매 가치(이하 "ARV"): 미화 385달러 / 509캐나다 달러/ 7,330멕시코 페소/ 

304영국 파운드 / 340유로 / 41,445일본 엔 / 446,712원.  

 

총 네(4) 개 경품의 대략적인 소매 가치: 미화 1,540달러 / 미화 2,036달러/ 29,320멕시코 페소/ 

1,216영국 파운드 / 1,360유로 / 165,780일본 엔 / 1,786,848원.  

 

경품은 개인적이고, 교환 불가능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경품(또는 그 일부)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 경우, 주최자는 

금전적으로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를 제외하고 현금 대체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강행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귀하의 경품 수령 및/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세금(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주최자는 세무 

당국에 통지하고 해당 강행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잠재적 당첨자는 통지 시도 후 오(5) 일 이내에 적격 진술서와 

홍보 및 책임 면제 각서, 그리고 기타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강행 법규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경품의 배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품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주최자나 그 계열사도 경품의 대하여 어떤 성질의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4. 일반 약관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최자는 본 약관 또는 프로모션의 광고물 및 홍보물의 인쇄상 

오류, 주최자, 사용자, 또는 응모 과정과 관련되거나 응모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 또는 

프로그래밍이 초래한 유형 불문의 전자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적 문제, 응모권의 

처리 또는 응모권의 선택에서 발생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자의 참가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모션이 훼손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중단되거나, 예정대로 운영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주최자는 재량으로 프로모션을 취소, 중지 또는 

철회하거나, 예고 없이 본 약관을 수정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취소, 중지, 재조정 또는 철회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접수한 모든 유효 응모권에서 경품 당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각 참가자는 고의로 프로모션에 피해를 입히고/입히거나, 중단을 초래하고/초래하거나, 타인이 

응모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고: 본 약관에 따른 프로모션의 정당한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는 형사법 또는 민사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시도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도를 하는 참가자를 실격 처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프로모션에 응모함으로써 본 약관 및 주최자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5. 법적 책임 

 

독일 거주자의 경우 - 주최자 또는 그 계열사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로 인하거나 

필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청구 및 주최자 또는 그 계열사의 의도적이거나 

기만적인 또는 중대하게 부주의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기타 손해의 청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약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주최자 및/또는 계열사의 법적 책임은 관련 강행 법규가 

허용하는 한 경품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주최자의 법적 책임이 배제됩니다.  

 

응모 지역 내의 기타 국가 거주자의 경우 - 사기, 또는 주최자의 과실이나 기타 법적 책임으로 

야기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주최자의 법적 책임은 해당 책임이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이상 본 약관의 내용에 의해서도 결코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특정 권리, 청구, 묵시적 보증 또는 여러 유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제한 사항 중 일부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강행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프로모션에 참가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프로모션(당첨자의 선정, 프로모션의 운영 및 

경품 또는 그 일부의 수락 또는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주최자 및 그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 및 관련 회사, 사업부, 광고 및 홍보 대행사 및 

전술한 자의 각 직원, 이사 및 책임자(이하 "피면책자"로 통칭함)를 면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귀하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기인하는 모든 청구, 손해, 책임, 손실,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피면책자를 배상하고 면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면책자의 법적 책임은 관련 강행 법규에서 허용되는 한 

결코 경품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6. 분쟁 해결 

 

본 프로모션은 미국 오십(50) 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캐나다(퀘벡 제외),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만 제공되며, 미국 일리노이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럽연합의 거주자의 경우 - 본 프로모션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충돌 또는 

논쟁이 당사자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온라인 분쟁 해결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는 처음부터 법원의 개입 없이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플랫폼은 http://ec.europa.eu/consumers/od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안을 관할 국가 분쟁 해결 기구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모 지역 내의 기타 모든 국가 거주자의 경우 - 모든 청구는 미국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에 

소재하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i) 본 

프로모션 또는 제공된 경품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및 소송원인은 

프로모션의 운영 또는 당첨자의 결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소송(형태 불문)에 호소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ii) 본 프로모션 또는 제공된 경품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및 소송원인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소재하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 

또는 적절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에 의해 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iii) 모든 청구, 판결 및 

판정은 본 프로모션 응모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현금으로 국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iv)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징벌적, 

부수적 및 결과적 손해배상 및 기타 손해(실제 지출한 현금은 제외)에 대한 판정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써 이들 손해를 청구할 모든 권리 및 손해배상을 배가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증액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이나 배제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의 거주 국가의 법에 의해, 참가자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해당 국가의 일부 법이 본 프로모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약관의 어느 조항 또는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실효되거나 집행 불능 

또는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결정은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을 실효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의도하고 합의한 것은 해당 조항에 대해 그 의도를 살리면서 유효하고 

적법하며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당해 조항을 수정하고 이러한 수정이 가능하지 

http://ec.europa.eu/consumers/odr/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적법하며 집행 가능한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여 주최자의 의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약관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습니다.  

 

27. 당첨자 목록 

 

확인된 경품 당첨자(해당되는 경우)의 이름은 www.wilson.com/blade-signup에서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확인된 네(4) 명의 경품 당첨자(해당되는 경우)의 이름은 프로모션이 끝난 후 2020년 

1월 21일까지 반신용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다음 주소로 발송하여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2019 Wilson Blade Kit 경품행사" 수신: Racquet Sports Department, 130 E. 

Randolph Street, Suite 600, Chicago, IL 60601 USA. 캐나다 거주자는 반송 우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4) 개 미만의 유효한 응모권이 있는 경우, 위의 제4조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