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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코리아, 타이어 구매고객 대상
‘여름맞이 경품 이벤트’ 진행


여름철 맞아 브리지스톤 승용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으로 경품 증정하는 세
가지 이벤트 연속 진행



이벤트 하나, 이벤트 대상 승용차용 타이어 4 본 구매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트 둘, 상품권 증정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 중 추첨으로 최신 아이폰 13 pro,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LG 전자 스탠바이미 증정하는 추가 이벤트 진행



이벤트 셋, SNS 에 구매후기 작성한 고객 중 추첨해 애플워치 7 시리즈와 에어팟
3 세대 증정하는 구매후기 등록 이벤트 진행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며
브리지스톤 승용차용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에서부터 애플워치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여름맞이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5 월 16 일부터
경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이번에 진행하는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는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 가지 이벤트가 연속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하나, 이벤트 대상 타이어 4 본 구매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증정
첫번째 이벤트에서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전국 브리지스톤 타이어 대리점 및 판매점,
한국 토요타&렉서스, BMW, KCC 모빌리티 닛산&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이벤트

대상 브리지스톤 승용차용 타이어 4 본을 구매한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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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가드 등과 같은 프리미엄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8 만원을,
투란자 세레니티 플러스, 포텐자 RE004, 에코피아 H/L001 타이어 4 본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6 만원을, 에코피아 EP300 과 넥스트리 타이어 4 본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 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은 구매처에서
수령한 QR 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둘, 구매고객 추첨해 아이폰 13 프로, 삼성 더 프리스타일, LG 스탠바이미 증정
두번째 이벤트에서는 첫번째 상품권 증정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에서 세 명을 추첨해
최신 아이폰 13 pro 256GB,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LG 전자 스탠바이미를 각각
증정한다. 두번째 경품 추첨 이벤트는 첫번째 이벤트 응모 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셋, 구매후기 작성해 SNS 게시하면 추첨으로 애플워치 7, 에어팟 3 세대 증정
세번째 이벤트는 타이어 구매후기 등록 이벤트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개인 SNS 에 #브리지스톤여름정기이벤트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타이어 해시태그와
함께 타이어 구매후기를 작성한 고객 중에서 두 명을 추첨해 애플워치 7 시리즈와
에어팟 3 세대를 각각 경품으로 증정한다. 브리지스톤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포스팅된
이벤트 게시물에 SNS 구매후기 링크와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매장에서 받은 응모권의
응모번호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가 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대표이사는 “여행의 계절 여름철을 맞아 안전 운전을 위한
타이어 구입을 장려하고, 즐거운 여름철 여행운전의 파트너가 되길 바라며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지스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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