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산 식품을 만나보세요!’ 이벤트 규정 

 

일반 조항 

1. 이벤트 주최자: 폴란드 정육육류생산자협회 (소재지: ul. Miodowa 14, 00-246 

Warszawa, Poland) 

2. 본 이벤트는 유럽연합 자금의 지원을 받은 홍보 캠페인 'TastefulEurope 전통과 

맛'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본 홍보 캠페인은 진행자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모든 책임은 진행자에 있다. 유럽위원회는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 및 정보에 대해 

책임을 갖지 않는다.  

3. 대회참가자 개인정보 관리자: 폴란드상공회의소 홍보센터 (소재지: ul. 

Trębacka 4, 00-074 Warszawa, Poland / NIP: 5260001708) 개인정보는 대회 진행 및 

우승자 상품 배송에 사용됩니다. 

4. 본 이벤트는 Facebook의 참여, 관리 또는 후원을 받지 않았다. Facebook은 

Facebook, Inc.에 등록된 상표이다.  

5. 본 이벤트는 https://www.facebook.com/Tastefuleurope.SouthKorea/ 에서 

진행된다. (이하 '팬페이지') 
 

참여 조건 

이벤트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8세 이상 성인 

2. Facebook 계정 소유자 

3. 익명 앙케이트를 작성자 

4. 이벤트 질문을 다른 참가자에 전달하지 않을 것 

5. 기간: 2021년 7월 13일 - 7월 26일 23시 59분 

6. 결과발표: 7월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7. 주최자는 페이스북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페이지의 일시 또는 영구적 차단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이벤트 과제 

1. 참가방법: "유럽연합의 고품질 & 안전한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2. 이벤트 참가를 위해 이벤트 게시물 또는 페이스북 광고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indata.instytut-

pollster.pl/b/7ixgog/index.html?s=ron&lang=ko&source=fb) 우선, 익명 

설문조사에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벤트 당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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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후 규정을 읽은 후 동의하시면, 이벤트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벤트 게시물 댓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로 작성해 주세요. 

3. 총 3명이 이벤트 우승자로 선정된다. 

4. 주최자가 임명한 심사위원단은 3가지 답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답변의 

독창성에 따라 이벤트 우승자가 선정된다. 

5.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변이 제출될 경우, 먼저 제출한 참가자가 우선한다. 

6. 앙케이트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수상자 선정 및 이벤트 우승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당첨 결과는 페이스북으로 전달되며, 메시지를 통해 상품 및 수령 조건이 

안내된다. 
  

상품 

1. 이벤트 상품은 다음과 같다. 

1등: Amazon.com (https://www.amazon.com/) 에서 사용 가능한 12만원 

상당의 쇼핑 바우처 & Tasteful Europe 요리 e북 

2 & 3등: Amazon.com (https://www.amazon.com/) 에서 사용 가능한 6만원 

상당의 쇼핑 바우처 & Tasteful Europe 요리 e북 

2. 상품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발송된다. 

3. 주최자는 우승자의 페이스북 사용자 이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최자는 참가자에 의해 상품 전달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상이 박탈된다. 

5. 주최자는 참가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특히 상을 받은 참가자의 식별을 

방해하는 개인 정보 변경 및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6.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이 감지될 경우 (특히 페이스북에 가상의 비공개 

프로필을 설정해 수상자 선택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해당 참가자는 대회에서 제외 될 수 있다.) 

7. 주최자는 상품권의 쇼핑 플랫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금액은 변경 

이전 플랫폼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공) 

 

  

이의제기 

1.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폴란드 민법 및 기타 법률조항이 

적용됩니다. 

2.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이의사항은 접수되지 않는다 



 
 

 
 

3. 서면으로 제출하는 이의제기 문서에는 성, 이름, 참가자의 정확한 주소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사항은 "Facebook 

Competition"을 표기한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4. 제기된 이의사항은 접수 후 30일 이내로 처리된다. 

  

최종 규정 

1.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조항 및 기타 법적 조항이 

적용된다. 

2. 이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주최자의 관할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3. 주최자는 기간 동안 이벤트 규정의 조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는 팬페이지에 게시된다. 

4.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은 참가자가이 규정의 조항을 읽고 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다. 

5. 대회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