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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기업 복지후생 전문기업 이제너두 

쇼핑몰에서 온라인 판매 시작 

 

 

 브리지스톤, 이제너두 복지 쇼핑몰 공식 입점 

 이제너두 쇼핑몰에서 타이어 구매 시 전국 101개 타이어 전문점에서 무료로 타

이어 장착 및 휠 얼라이먼트 공임 할인 혜택 제공 

 신규 입점 기념 브리지스톤 타이어 구매 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추가 증정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첨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복지후생관리 서비스기업 이제너두(대표이사 송동진, www.etbs.co.kr)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쇼핑몰에 공식 입점하여 타이어 판매를 시작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이제너두 쇼핑몰을 통해 승용차용 및 SUV 용 타이어 총 10 가지 패턴 

판매를 시작한다. 국내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라인업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의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투란자 T005A’와 ‘투란자 T005 RFT’, 투어링 타이어 ‘투란자 ER300’, 긴 

마모수명을 자랑하는 사계절 타이어 ‘투란자 세레니티플러스’, 런플랫 기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지원하는 ‘드라이브가드’, 한 층 업그레이드된 스포츠 타이어 ‘포텐자 S001’, 저 연비 

스탠다드 타이어 ‘넥스트리’, 친환경 SUV 타이어 ‘에코피아 H/L001’, 고성능 프리미엄 SUV 타이어 

‘알렌자 001’, 우수한 그립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스포츠 SUV 타이어 ‘듀얼러 H/P SPORT A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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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이제너두 쇼핑몰 공식 입점을 기념해 이제너두 쇼핑몰에서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휠 얼라이먼트 작업 시 공임을 할인해준다. 

브리지스톤 컨셉트 스토어 비셀렉트샵 10 곳을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101 개의 브리지스톤 

타이어 취급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입점을 기념해 이제너두 쇼핑몰에서 

브리지스톤 타이어 구매 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4 본 구매 시 5 만원, 2 본 구매 시 2 만원) 

추가로 증정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대표이사는 “기업복지후생 전문 쇼핑몰 이제너두에서 브리지스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고객의 니즈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브리지스톤 코리아도 

타이어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타이어 구매 경험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판매 채널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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