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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카드 추첨 공식 규칙 

 

 

 

 
 

교통, 사람, 기회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뉴저지주 교통계획국(Transportation Planning Authority, 

NJTPA)에 공유해주시고, 원하는 지역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기프트 카드 추첨에 참여하세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 추첨에 참여하시려면 (1)Plan 2050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거나 (2)Plan 

2050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추첨에 참여하시려면 설문조사 끝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완료하시면, 원하시는 지역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기프트 카드 5매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무작위 추첨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 다 완료하시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자격: 

뉴저지주 지역의 13개 카운티에서 살고, 근무하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카운티: 

 

• Bergen 카운티 

• Essex 카운티 

• Hudson 카운티 

• Hunterdon 카운티 

• Middlesex 카운티 

• Monmouth 카운티 

• Morris 카운티 

• Ocean 카운티 

• Passaic 카운티 

• Somerset 카운티 

• Sussex 카운티 

• Union 카운티 

• Warren 카운티 

 

NJTPA의 직원, 이사회 일원(임명된 자, 대체자, 소구역 스태프), 그리고 그 직계 가족은 기프트 카드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날짜: 

2020년 9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5일 11:59 PM EST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상금: 

수령자가 선택하는 지역 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각 $50짜리 기프트 카드 5매. 참가자 중 5명이 각자 

1매의 기프트 카드를 받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및 통지: 

5명의 당첨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2021년 2월 19일에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였거나 Plan 2050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에 참가해야 합니다. 

NJTPA에서 당첨자가 선호하는 지역 업체를 결정하기 위해 5명의 당첨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당첨자는 1인 소유로 5곳 이하의 지점을 둔 뉴저지주 지역 

업체를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당첨자는 기프트 카드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현지 푸드 

팬트리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첨자가 통지 이메일에 5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NJTPA는 대체 당첨자를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첨자의 이름은 Plan 2050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njtpa.org/Plan2050. 

 

경품 후원자: 

상금 기부자: Mercer Planning Associates, 344 Grove Street, Suite 256, Jersey City, NJ  07302. 

 

문의처: 

North Jersey Transportation Planning Authority 

One Newark Center 

17th Floor 

Newark, NJ 07102 

전화: 973-639-8400 

이메일: Plan2050@njtpa.org 

http://www.njtpa.org/Plan2050
mailto:Plan2050@njt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