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Connect Korea 2022] 

Event 공식 규칙 및 주의 사항 

 

Cisco Connect Korea 2022에서는 하기와 같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Event 1. 

- 이벤트 내용: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Cisco Connect Korea 2022에 일찍 등록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Cisco Connect Welcome Kit”를 선물로 드립니다! 

- 판정 기준 및 당첨 인원: 등록만 해도 자동 응모, 무작위 추첨 300명 

- 기간: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1일 

- 경품: 기프트 박스(행사 티셔츠, 에코 텀블러, 에코백) 

- 당첨 발표: 2022년 5월 3일 

 
Event 1-1. 

- 이벤트 내용: [언박싱 이벤트] Cisco Connect Korea 2022 – Welcome Kit를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

되는 또 하나의 이벤트! 배송된 Welcome Kit의 사진을 찍어 본인 SNS(인스타그램)에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 판정 기준 및 당첨 인원: 무작위 추첨 100명 

- 기간: ~ 2022년 5월 31일 

- 경품 : 시스코 브랜딩 아이템 

 
Event 2. 

- 이벤트 내용: [커넥트 친구를 소개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한 친구들과 같이 Cisco Connect Korea 

2022 행사에 등록해보세요. 우정 & 동료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선물이 왕창 쏟아집니다! 

- 판정 기준 및 당첨 인원: 무작위 추첨 10팀 (1팀 당 최대 5명까지 참여 가능) 

- 기간: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31일 

- 경품 : 캠핑용 세라믹 그릴(대표자 1명) + Cisco Connect Welcome Kit (대표자 외 5명) 

- 당첨 발표: 2022년 6월 7일 

 
Event 3. 

- 이벤트 내용: [게임 매니아라면 주목!] Cisco Connect Korea 2022에 등록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MSI 

‘결승’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조금 더 간절함을 담아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 판정 기준 및 당첨 인원: 추첨 12명 (1인당 2매) 

- 기간: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10일 

- 경품 : MSI 결승 티켓 

- 당첨 발표: 5월 13일 

 
Event 4. 

- 이벤트 내용: [상담 신청 이벤트] Cisco Connect Korea 2022 행사 기간 동안 진행하는 상담 신청 이

벤트! 기간 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 기간: 2022년 4월 19일 ~ 2022년 6월 14일 

- 경품 : 원터치 텐트 

- 당첨 발표: 개별 공지 

 



※ 본 이벤트의 당첨자 분들께는 행사 종료 후 기재하신 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로 개별 연 

락을 드릴 예정이며,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vent 1, 1-1의 경품은 5월 중, Event 2, 4는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Event 3은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확인 후 5월 15일에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본 이벤트의 경품은 주최측 사정으로 변경되거

나 발송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