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 마스터스 게임 2021 간사이 취소 정책 

1. 대회 참가 신청에 대하여 성명, 연령, 성별, 참가 자격 및 기록 등의 허위

신고(의도적이 아닌 실수도 포함), 본인 이외의 출전 및 권리 양도(이하 

“부정”이라 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부정이 판명된 경우 

출전을 취소합니다. 주최자는 어떠한 보상도, 참가 비용 등의 환불도 하지 

않습니다. 

2. 대회 참가 신청 후(등록 접수 종료 후) 대회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표시 시간은 모두 일본 시간입니다. 

(1) 참가자(플레이어, 참가자 / 팀 동반자, 서포터)의 본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본인 사정”에는 단체 경기 등에서 2022 년 3 월 31 일까지 팀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 “월드 마스터스 게임 2021 간사이 대회 참가 규약 14. 대회 참가 비용”에서 

정하는 선수의 기본 비용, 경기 종목 추가 비용 및 특별 추가 비용(일본 

엔화 고정, 세금 포함, 수수료 포함) 

(가) 2022 년 2 월 28 일까지 등록 시스템으로 대회 참가 취소 수속을 하신 

분은 수수료 5%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나) 2022 년 3 월 1 일 이후는 대회 참가 취소 수속을 하더라도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월드 마스터스 게임 2021 간사이 대회 참가 규약 14. 대회 참가 비용”에서 

)））



정하는 경기 관계자 및 서포터의 기본 비용과 참가자의 교통 패스 옵션 

구입 비용(일본 엔화 고정, 세금 포함, 수수료 포함) 

(가)  2022 년 3 월 31 일까지 등록 시스템으로 대회 참가 취소 수속을 하신 

분은 수수료 5%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나)  2022 년 4 월 1 일 이후는 대회 참가 취소 수속을 하더라도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비용 

참가자용 경기용구 대여료, 애프터파티 참가 비용 등 대회 참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신청기관의 취급에 따릅니다. 

(2) (1) 이외의 경우

구 분

수수료(환불 대상액의 5%)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일절 환불 불가 

선수의 기본 비용, 

경기 종목 추가 

비용 및 특별 추가 

비용 

2022 년 2 월 28 일(월) 

오후 11 시 59 분 59 초까지 

동년 ３월 １일(화) 

이후 

경기 관계자, 

서포터의 기본 비용 2022 년 3 월 31 일(목) 

오후 11 시 59 분 59 초까지 

동년 4 월 1 일(금) 

이후 교통 패스 옵션 

구입 비용 



가. 주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자연 재해, 테러, 역병 등)로 대회 또는 출전 

예정 경기가 중지된 경우 참가 비용 등의 환불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나. 주최자의 판단으로 대회 또는 출전 예정 경기가 중지 또는 경기 일정의 

변경으로 출전이 불가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의 경기 일정 변경이란 주최자가 출전이 예정된 경기 종목의 

경기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주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 그 밖에 출전이 예정되어 있는 경기 종목과 경기 

일정이 중복되어 한 쪽의 경기 종목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단, 2022 년 3 월 1 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기 일정의 변경에 

한합니다). 

(가) 대회가 중지된 경우 

대회 접수 전에 대회 중지가 된 경우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대회 접수 후에 대회 중지가 된 경우는 참가자 키트와 교통 패스 등은 

교부했으므로 선수의 참가 비용에 대해서는 선수 이외의 참가 비용과의 

차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하며, 경기 출전자 이외의 참가 비용과 교통 

패스 옵션 구입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출전 예정 경기가 모두 중지된 경우 

대회 접수 전에 출전 경기가 모두 중지된 경우는 선수의 참가 비용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하고,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경기자 이외의 참가 비용과의 차액을 

환불합니다. 



대회 접수 후에 출전 경기가 모두 중지된 경우 선수의 참가 비용에 

대해서는 (가)와 동일하게 경기자 이외의 참가 비용과의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경기자 이외의 참가 비용에 대해서는 대회 자체는 

개최되었으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 일부의 출전 예정 경기가 중지 또는 경기 일정의 변경으로 출전이 

불가한 경우 

일절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단, 선수가 지불한 참가 비용의 5 종목을 

초과한 부분은 중지 경기 수만큼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 환불합니다. 

다. 참가자의 사망 

참가자가 대회 접수 전에 사망한 경우는 전액 환불합니다. 그 경우는 

참가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 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 

(가) 2022 년 2 월 28 일 이전 

본 취소 정책 외에 “대회 참가 규약”, 스스로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의 

“경기별 실시 요강”, “개인정보취급에 대하여”, “등록 시스템 이용 규약”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이하 “규약 등”이라 함)의 각종 변경으로 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5%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나) 2022 년 3 월 1 일 이후 

규약 등의 각종 변경으로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대회 참가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최자가 판단한 경우 대회로부터의 

https://www.wmg2021.jp/kr/games/pdf/terms-and-conditions.pdf
https://www.wmg2021.jp/en/games/list
https://www.wmg2021.jp/kr/common/pdf/personal_information.pdf
https://www.wmg2021.jp/kr/games/pdf/entry-system.pdf
https://www.playtruejapan.org/upload_files/uploads/2018/04/wada_code_2015_jp_20180401.pdf


철회를 인정하여 수수료 5%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3. 환불 방법 

(1) 신용카드 결제로 참가 비용 등을 지불한 경우 

결제로부터 약 180 일 이내라면 원칙상 이용 카드회사로부터 환불됩니다. 

180 일을 초과한 경우 또는 명의 변경 등으로 카드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좌이체 등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구체적으로는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되는 취소 안내 메일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의 환불 양식을 통해 송신해 주십시오. 

송신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환불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카드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2) 편의점 결제로 참가 비용 등을 지불한 경우(일본 국내 거주자 비용 구분 

한정) 

편의점 매장에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환불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구체적으로는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되는 

취소 안내 메일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의 환불 양식을 통해 

송신해 주십시오. 송신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2019 년 11 월 19 일 제정 

2019 년 12 월 20 일 개정 



2021 년 1 월 20 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