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 약관 

1. 본 약관은 2013년 Everybody Up Global Sing-Along 경연대회의 참가 약관입니다. 부상으로는 (a) 

Everybody Up의 작곡자(1명 혹은 이상)와 OUP teacher trainer가 함께 혹은 OUP teacher trainer가 진행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Sing-Along Workshop을 개최 하며, (b) 대상을 수상한 학교/학원의 선생님 

한 분(혹은 이상)을 영국 Oxford University Department의 Exeter College에 소속된 Continuing Education

에서 주최하는 English Language Teacher’s Summer Seminar 2013에 초대 합니다. 부상 (b)와 관련하여 

OUP는 본 일정과 관련된 (OUP의 판단 하에 적정 수준의)경비 일체를 부담합니다. 본 경비는 영국 내 관

광, 숙박, 식사, 참가비를 포함하나, 여행자 보험 혹은 OUP가 문서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용은 

OUP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참가자는 참가 신청을 함으로써 대회 규정 및 지침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본 경연대회는 Oxford University Press,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에 위치한 옥스포드 대학출

판부(이하 OUP)에서 주관 합니다.  

4. 위에 기재된 입상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촬영한 동영상을 본 웹사이트에 

http://www.youtube.com/watch?v=7TPXU1Enq6U 동영상에 대한 댓글에서 동영상 응답하기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선정된 Everybody Up Student Book 2번의 ‘May I 

Borrow Your Phone’과 ‘Karate Class’, ‘Let’s Clean Up’ 노래 외에 다른 노래로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선정된 노래의 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 http://elt.oup.com/general_content/global/singalon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Global Sing-Along 비디오에 동영상 응답을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보냄과 동시에 참가자는 이

것으로 참가자는 참가 약관에 따를 것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5. 위에 기재된 입상 자격자가 되기 위해 비디오를 등록 할 때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참

가자의 이름, 반 이름, 학교명, 참가국에 대한 정보 미 기재 시 본 경연대회에서 탈락 할 수도 있으나, 

본 약관 조항 8번에 의거, 제출된 비디오는 OUP에 의해서 사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의 약관에 따라 비디오를 출품 한 모든 자는 본 경연대회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UP의 직원, 

직원의 가족 및 친지, 혹은 경품에 관련된 자 등은 참가 할 수 없으며 한 반당 비디오 한편으로 제한 합

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반의 비디오를 출품 할 수 있습니다.  

7. 모든 경연 참가작은 2013년 3월 31일 자정까지 출품 되어야 합니다. 

8. 참가자가 위의 약관에 따라 출품한 모든 작품은 OUP ELT Global의 필요에 따라 OUP Global YouTube 채

널 및 소셜 미디어(OUP ELT Global Facebook 페이지와 OUP ELT 공식 홈페이지 포함)에 다음과 같은 일

체의 권리를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링크(Link) 할 권리 

- 다운로드(Download) 할 권리 

- 편집(Edit) 및 편집본(Compilation) 제작(Create) 및 출판, 배포(Publish) 



9. 완성되지 않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출품작, 출품 기한을 넘긴 작품, 부정 한 방법으로 출품된 작

품이거나 규정에 어긋난 출품작은 OUP의 재량에 따라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출품작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될 것 입니다. 채점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채점 되며, 최

고득점을 받은 참가자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11.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연 대회 마감일 전에 

http://elt.oup.com/general_content/global/singalong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2. 경연 대회 입상자는 2013년 4월 15일에 웹사이트 http://elt.oup.com/general_content/global/singalong에

서 발표 됩니다. 

13.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선생님은 선생님의 YouTube 계정으로 수상 안내를 해 드리며, 통보일로부터 

14일 안에 답변이 없을 시에는 다른 참가자가 수상자로 선정 되어 같은 방법으로 안내 받게 됩니다. 대

체 수상자가 결정 되면 앞서 선정된 자는 수상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경연 종료 시까지 수상이 진행되

지 않으면, 해당 상은 수여되지 않습니다.  

14. 법적 최대 한도 치에 한해 OUP는 경연, 또는 상에 대한 어떠한 품질 보증, 대리, 계약, 그리고 직, 간접

적인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OUP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5. OUP는 수상 과정에서 입상자의 정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입상자로 선정 되면 입상자의 이름과 학교

명, 반 명 또는(그리고) YouTube 아이디 등의 정보가 OUP ELT Global YouTube 채널, OUP ELT Global 트위

터, 그리고 OUP ELT Facebook 페이지 등에 ‘경연 입상자’로 강조 발표 될 예정 입니다. 더 자세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OUP 정식 웹사이트 www.oup.com을 방문 해 주십시오.  

16. 출품자는 본인이 출품 한 비디오 및 출연자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공연 저작권에 관한 출연자 본인과 학부모, 법적 보호자의 동의 

- 미성년자의 출연 동의 

- 개인 정보에 관한 동의 
 

17. OUP 는 본 경연 및 입상자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 및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18. OUP 의 사정에 의해 본 경연이 취소 되거나 철회 될 수 있으며 부상은 비슷한 가치의 상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은 현금화 되지 않습니다.  
 

19. OUP 는 사전 예고 없이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정 사항은 

http://elt.oup.com/general_content/global/singalong 에 공표 됩니다. 
 

20. 본 약관은 영국 법률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