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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S FOR GOOD                          

#BuildBackBetter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소비자가원하는지속가능브랜드가되기위해
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환경과사회문제해결에어떤도움이될수있는지찾아내는것입니다.

SB는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브랜드로의
발전을위한고유의평가툴을 소개하고, 소비자의지속가능한소비를촉진해 다
함께 더나은미래를만들수있는새롭고혁신적인가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 SB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지속가능브랜드전환위한평가툴)은
지속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발전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가
평가체계입니다. SB에 참여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공동 개발해 활용 중인
독자적이고 유일한 ESG 자가 평가체계이자 멤버간 벤치마킹 툴입니다. 

• SB Brands For Good은 기존 마케팅 접근을 개선하여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G와 마케팅 역량을 통합하는 고유한 마케팅 접근을
제공합니다. ＂Pull Factor (소비자 행동촉진)＂ 워크샵은 마케팅 및
지속가능성의 역량을 결합해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방식을 디자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ESG와 마케팅 캠페인 통합 접근을 직접 접해 보세요.

한국, 태국, 일본과말레이시아의 Sustainable Brands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더나은미래로의회복을위해브랜드의힘을결집하는지 오는 2022년
2월 SB Asia Pacific 온라인 콘퍼런스에 확인하세요. 

지속가능한 소비자의 행동 문화와 ESG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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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브랜드들과함께전세계미래시장을회복하고재설계하기위한공동의

노력에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B는사회및환경적혁신을위해브랜드를변화시키고새로운미래시장을선도하여

사회와브랜드가함께번영할수있도록영감을제공하며, 참여를유도하고, 최신의역량을제공합니다. 

21세기성공을위한더나은브랜드로거듭나는여러분여정에 SB가든든한다리가되기를기대합니다!”

Sustainable Brands 여정에 초청합니다.

코엔비코렌스커츠니아즈
CEO &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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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목적을
실천하는 브랜드의 성공을
돕기 위해,

‘실천가능한시스템적
사고’를논하는
창의적전문가와브랜드
커뮤니티를찾는건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만약선도적브랜드
커뮤니티를찾았다면귀사는
그대화의최전선에
참여해야만합니다.



5©  Sustainable Brands 2021 Asia Pacific All Rights reserved.

The Community

그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도 긍정적이고 협업

기반의 환경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긴밀히 연결해 주지 못합니다.

SB는 다국적 브랜드, 솔루션 제공업체, NGO, 

사회적 기업, 학계, 기관 및 정부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지속가능한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6©  Sustainable Brands 2021 Asia Pacific All Rights reserved.

Sustainable Brands 글로벌 네트워크
2010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SB는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되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SB Asia Pacific 지역 콘퍼런스를 개최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존중받는

브랜드및지속가능성

혁신가들의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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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Asia Pacific은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각

지역의 로컬 브랜드와 아시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회의 장으로써

2022년은태국, 2023년엔한국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SB ASIA PACIFIC

Brands from our Community (2019-2021)

…and more

SB ASIA PACIFIC은 2021년최초로일본의 SB'21 Yokohama와동시에

하이브리드이벤트로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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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SB 커뮤니티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500+

2,300+

4,700+

4,000+

2,500+

2015-2016
HOW NOW

2016-2017
ACTIVATING PURPOSE

2017-2018
Redefining 

THE GOOD LIFE

2018-2019
Redesigning 

THE GOOD LIFE

2019-2020
Delivering 

THE GOOD LIFE

THAILAND

MALAYSIA
JAPAN

2021-2022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지역 참가자

KOREA

Conference Theme :

How Brands can be
Regenerated after Pandemic

The largest and dedicated community of 

brand and sustainability innovators in As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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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ALAYSIA

KOREA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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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목):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SB 22 Asia Pacific – 1일차
시간 (태국) 시간 (한국) 분 주제 연사

09.00-09.15 11.00-11.15 15 환영사 SB 아시아태평양 4개국 대표

09.15-09.30 11.15-11.30 15
"Brands for Good“ 프로젝트
Why "Brands for Good“

코엔 비코렌 스커츠니아즈
창립자/CEO
Sustainable Brands Worldwide 

09.30-09.50 11.30-11.50 20
더 나은 목적, 브랜드 그리고 미래
Better Purpose, Better Brands, Better Future

마틴 리치, 공동창립자
Future-Fit Foundation

09.50-10.10 11.50-12.10 20
더 강력한 브랜드 영향력, 더 나은 성과
Stronger Brand Influence, Better Performance

앤디 윌슨 Head of Sustainability
오길비 아시아

10.10-10.40 12.10-12.40 30 휴식 (Break)

10.40-11.00 12.40-13.00 20
회복과 재생을 위한 공급망 관리
Why Regenerative Supply Chain?

케이치 요시지마, Ernst & Young

11.00-11.20 13.00-13.20 20
서비스 및 제품의 미래
The Future of Services & Products

앤드류 윈스턴, 창립자
Winston Eco-Strategies, LLC 

11.20-12.00 13.20-14.00 40 [패널토론] 지속가능한 브랜드의 우수 거버넌스 Panel on Good Brands: Good Governance

• 박유경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한국 패널

• 쿨베크 잔바타나빗 대표이사, 태국 이사 협회 (IOD) 태국 패널

• 마이클 키스 림 대표이사 CEO, 말레이시아 이사협회
(ICDM)

말레이시아 패널

• 사쿨팁 전무이사, B Corp 모더레이터

12.00-13.00 14.00-15.00 60 점심 및 휴식 (Lunch Break)

13.00-13.15 15.00-15.15 15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BTR) 글로벌 벤치마크
Global Update on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다니엘 크론, 글로벌 매니저
Sustainable Brands Worldwide

13.15-13.35 15.15-15.35 20
아시아 사회 문화 보고서: 소비자 인식
Asian Socio-Cultural Report: Consumer Perceptions

당자이타윈, SB 태국

13.35-14.20 15.35-16.20 105
SB 국가별 세션*
SB Local Chapter Session on BTR

Local Chapter Session*

비고> 한국 세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위 프로그램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틴 리치
공동창립자

Future-Fit Foundation

코엔 비코렌 스커츠니아즈
창립자/CEO

SB WorldWide

앤드류 윈스턴
창립자

Winston Eco-Strategies, LLC 

박유경
아태지역 책임투자 총괄이사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앤디 윌슨
Head of Sustainability

오길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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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목) -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in Korea

Local Chapter Sessions (한국)

시간 분 주제 연사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전환을 위한 자가평가 및 벤치마크 체계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15.35-16.00 25
P&G BTR 사례연구 (SB 샌디에고 세션 영상)
P&G’s journey with BTR  (Pre-recorded, SB San Diego)

버지니 해리스, CSO / 빅터 아귈라, 
Chief R&D and Innovation Officer
Procter & Gamble

16.00-16.30 30
회복과 재생 금융 – SDGs를 위한 CFO 태스크포스
Regenerative Finance - CFO Taskforce for the SDGs

이은경 실장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16.30-17.00 30
SB Korea 멤버 기업 BTR 사례연구 및 업데이트
SB Korea Members BTR Activities Update

전민구 이사
SB Korea

17.00-17.20 20 Q&A

비고> 위 프로그램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un-Kyung Lee
Chief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irginie Helias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Procter & Gamble



12

2022년 2월 25일 (금): Brands for Good

SB 22 Asia Pacific – 2일차

시간 (태국) 시간 (한국) 분 주제 연사

08.45-09.00 10.45-11.00 15 환영사 및 1일차 요약 SB Asia Pacific

09.00-09.30 11.00-11.30 30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System Shift

마크 버크리
ESG Consultant & Advisor

09.30-10.00 11.30-12.00 30
"좋은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
Why We Need "Brands For Good"

다렌 백, 부사장
Sustainable Brands Worldwide

10.00-10.30 12.00-12.30 30
목적 정의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통합 접근방안
Integrating Purpose into Brand Communication

토마스 콜스터 창립 이사
Goodvertising

10.30-11.00 12.30-13.00 30 휴식 (Break)

11.00-11.30 13.00-13.30 30
되살림의 라이프스타일로 소비자가 세상을 구하는 방법
Regenerative Lifestyle, How Consumers Save The 
World

제니 앤더슨 대표이사
We Activate The Future

11.30-12.30 13.30-14.30 60
[패널토론] 새로운 CMO 역할론과 소비자 행동
New Role of CMO & New Consumer Behaviors

Panel Discussion

농차녹 2021 Asia Marketer, Sizzler(시즐러) 태국

고경곤 사장 / 대표이사, 대전마케팅공사 (DIME) 한국

아키라 미츠마스, Global Marketing, Japan Airlines 일본

아담 위 CMO, Manulife 말레이시아

앤디 윌슨 Head of Sustainability 오길비 아시아 모더레이터

12.30-13.30 14.30-15.30 60 EAT MORE Plant 점심 및 휴식 태국: BioBuddy

13.30-13.45 15.30-15.45 15 Brands for Good in Action SB Asia Pacific

13.45-14.15 15.45-16.15 30
아시아 태평양 소비자 설문조사: 사회 문화 동향 보고서
Asia Pacific Consumer Survey: ASIAN Soci- Cultural 
Trends FULL Report

Dangjaitawin, SB 태국

14.15-14.30 16.15-16.30 15 SB Asia Pacific 폐회사 아시아태평양 4개국 대표

14.30-16.30 16.30-18.30 120 Brands for Good 국가별 세션*

비고> 한국 세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위 프로그램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콜스터
창립자 이사

Goodvertising

마크 버크리
ESG Consultant & Advisor

다렌 백
부사장

Sustainable Brands 
Worldwide

고 경 근
사장

대전마케팅공사

제니 앤더슨
대표이사

We Activat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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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hapter Sessions (한국)

Time (KST) Min TOPIC SPEAKER

Brands for Good: 지속가능성, ESG와 마케팅 통합을 위한 브랜드 연합 프로젝트

16.30-16.50 20
아시아 사회 문화 보고서: 한국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Asian Socio-Cultural Report: Korean Consumer 
Perceptions Summary

전민구 이사 Country Director,
SB Korea

16.50-17.20 30
ESG 가치와 브랜드 가치 통합방안
How to connect ESG values to Brand Values?

김남호 대표이사 CEO, 9Fruits

17.20-17.45 25
HP Graphics 솔루션: 브랜드 협업 마케팅
(유한킴벌리, 허쉬 초콜릿 협업 사례)
Unleash the Power of Co-Creation

호세 고비아 Global Head of Brands, 
Agencies and Sustainability 
Innovation, HP Graphics

17.45-18.30 45
SB Korea 커뮤니티 패널: 한국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Responses to the Korean Consumer Survey Results

Panel Discussion

대전마케팅공사 (DIME)
Daejeon International Marketing Enterprise (DIME)

고경곤 사장

나인후르츠 (9Fruits) 김남호 대표이사

HP Graphics TBC

SB Korea 기업 멤버사 유한킴벌리 (TBC)

2022년 2월 25일 (금) – Brands for Good in Korea

비고> 위 프로그램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Nam-Ho Kim
CEO

9Fruits

Jose Gorbea
Global Head of Brands, Agencies and 

Sustainability Innovation
HP Graphics



CORPORATE 
MEMBER 
NETWORK

Brands for Good Research

2021년 Brands for Good Global 설문조사 대상기업

한국 조사 대상 브랜드 (15개사)

미국 및 아태지역 조사 대상 브랜드 (국가별로는 아래 중 15개사 선정)

Brands for Good 설문은 지속가능성과 ESG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도 및 해당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과 문화를 조사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미국 조사와
동일하게 202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실시되며 SB Asia Pacific 컨퍼런스에서는 그 주요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 조사 대상 브랜드는 각 국가별 SB 운영사무국에서 선정하며 개별기업에 대한 설문결과는
콘퍼런스에서 공표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문의 및 협의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Brands for Good 한국설문조사주요내용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대응, 기업들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함

• 조사기간

2021년 11월 18일 – 31일

• 조사대상표본

N = 1,000

• 조사지역

대한민국



COVID-19로 인해지속가능한 삶을영위하는 것은더어려워졌지만 대부분한국소비자는 지구, 사람및자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대부분의 소비자가지속가능한 삶을영위하고자 하는일정수준이상의 의도를
갖고있고 (98%) 그중 17%는 강한의지를갖고있음을 보여준다.

얼마나자주지구, 사람, 자원을보호하기위해행동하시나요?

17% 강한의지가있음 (항상또는자주)

81% 중간수준의의지가있음 (가끔)

3% 해당의지가없음 (전혀없거나거의없음)

강한 의지 = 전체 질의 중 상위 2개 응답자 수 (N= 166)

중간 수준 의지 = 전체 질의 중 중위 3개 응답자 수 (N=809)

의지 없음 = 전체 질의 중 하위 2개 응답자 수 (N=25)

표본 = 전체 응답자 수 (N = 1,000)



여성과 여아의 지원물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전에 식단을 계획하고, 더 현명하게
준비하며, 냉장고의 식품을 활용하고
음식물 쓰리기는 퇴비화

식물기반 대체육 소비

적절한 육류 소비와 재생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 제품 소비.

스마트 에너지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집에서 에너지 사용의 절약. 대중
교통 이용 및 재 에너지를 활용
제조된 제품의 구매

여아 교육 및 가족계획 개선을
도모하는 가치 및 제품을 지원,
여성기업의 지원

자원순환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구매, 
가능한 경우, 새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재활용, 대여, 공유하고, 중고
제품을 구매

자연친화적 제품 선택

깨끗한 원료를 사용 제품의 선택,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제품 구매

형평성 및 기회 증진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고, 포용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제품, 정책 및
가치를 지원하는 브랜드 구매

오래 쓰는 제품 구매

구매를 줄이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는 대신 내구성이 높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

적극적 사회 참여

투표에 참여하고, 구매를 통해
소비자로써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자원 절약 및 보호 사회적 리질리언스 강화기후위기 대응

#BrandsforGood * 본 9대 소비자 행동의 영향은 17 개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영역들은 실행 가능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로 재정리된 것입니다.

SB Brands for Good 소비자 문화변화 조사 9대 영역



'물과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오래쓰는제품구매'가지난 1년간한국소비자들이가장많이실행한지속가능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여성과여아지원' 항목은여전히한국소비자들이행동에옮기기어려운부분으로조사되었다.

35% 37%

57%
62%

45%

33%

16%

34%
40%

7%
14%

3% 3%
7%

18%

43%

19%
15%

Take action in this area Most or All of the Time Never take action in this area

Eat More 
Plants

Be Energy 
Smart

Think Durable
Reduce Water 
& Food Waste

Go Circular
Choose Nature 

Friendly

Support 
Women & 

Girls

Expand Equity 
& Opportunity

Show up

기후위기 대응 자원 절약 및 보호 사회적 리질리언스 강화

표본 = 전체 응답자 수 (N = 1,000)



국내외 30개브랜드소비자이용수준과지속가능성이미지조사

응답한

100%
소비자들이

조사대상 30개
기업중최소 1개
브랜드이상은

이용함

조사대상브랜드 30개중응답한한국소비자가이용한브랜드수

23%

32%

24%

16%

5%

1%

26 - 30개

21- 25개

16 - 20개

11 - 15개

6 - 10개

5개이하

Base = All Respondents (N = 1,000)



6%

18%

26%

15%

10%

25%

1%

3%

4%

1%

1%

4%

65%

54%

57%

62%

63%

56%

27%

26%

13%

22%

26%

15%

나는 더 좋은 삶과 균형있는 생활방식에 도움을 주는 브랜드를 선호한다.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브랜드나 회사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산 제품이 많지 않고 가격도 비싸 구매하기 어렵다.

나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 이미지가 좋은 국가의 브랜드와 제품을 선호한다.

국내 제품보다 외국 브랜드 제품이 환경과 사회를 더 중요시한다면 나는 해당 해외
브랜드를 구매할 것이다.

소비자가더나은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거나지속가능하고환경친화적이미지의브랜드(국가이미지
포함)는충성도가높은소비자를끌어들이고브랜드사용에대한선호도를유지할수있는것으로조사됨
여전히많은기업들이소비자들이보다지속가능한방식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품/서비스를

제공하지않고있기에이부분에개선의여지가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응답함

한국기업/브랜드에대한소비자의견

완전히 동의 안함 일부 동의 안함 일부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표본 = 전체 응답자 수 (N = 1,000)



SB 사회문화트랜드조사

보다상세한 4개국조사결과및분석은
SB Asia Pacific 컨퍼런스를통해발표됩니다.

자세한브랜드별 조사결과는 SB Korea 멤버사에 개별제공됩니다.



1. 회원유형: 연간회원

2. 회원기간: 등록후 1년

3. 회원혜택:

• 멤버사로고노출 (한국웹사이트, 뉴스)

• 우수사례발표자초청 (협의에따름) **

• 5명무료온라인티켓 (유료행사시)

• Pull Factor Workshop: 워크숍참가비용 20% 할인

• SB 글로벌컨퍼런스 (멤버십기간중): 온라인티켓 10% 할인

•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5 회평가및분석보고

• Scio-Cultural Trend 소비자조사: 국소비자보고서제공

4. 연회비: 미화 10,000 불 **

주 1> 모든 멤버에게는 SB Korea 행사 및/또는 Asia Pacific 컨퍼런스에 연사 참가 및 모범 사례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단, 초청 연사의 발표에서 회사를 단순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으며, 발표자 초청 여부는
주최자의 브랜드 활동과 주제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한 SB Korea Event Committee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주 2> 멤버십 비용은 VAT 별도 금액이며, 신청 당일 USD-KRW 환율이 적용됩니다. 

SB Korea 연회원 혜택 및 비용



2022년 멤버십 및 SB Asia Pacific 컨퍼런스 후원 연계 혜택

멤버
분류

멤버 수준별 혜택 Annual
Fee ****

SB Korea 모든이벤트및
Asia Pacific 4개국컨퍼런스*

Pull Factor 
Workshop

SB 글로벌컨퍼런스
(멤버십기간중)

Brand Transformation 
Roadmap

Socio-Cultural
소비자조사

Platinum
***

• SB Korea 1년 멤버십 (등록 후 1년)

• Platinum 후원사 로고노출 (행사 플랫폼,

웹사이트, 뉴스 및 소셜미디어)

• CMO/CSO 패널 초청 (Asia Pacific 컨퍼

런스)

• 우수사례 발표자 초청 (협의에 따름) **

• 30명 무료 온라인 티켓 (유료행사 시)

• 10명 무료 초청 (임

직원 및 협력사 대

상) – 총 USD 5,000 

상당

• 오프라인 무료 티켓 2매 (1

매 $3,295 - Ticket for SB 

2021 San Diego 기준)

• 온라인 무료 티켓 4매 (1매

$1,095 - Ticket for SB 2021 

San Diego 기준)

• 5 회 평가 및 분석보고

• SB 글로벌 멤버 브랜드

와 온라인 미팅 어레인

지 (요청 시 최대 3회)

• 한국 소비자 보

고서

• 아시아 3개국 (일

본, 태국, 말레이

사 포함) 보고서

제공

USD 30,000

Gold • SB Korea 1년 멤버십 (등록 후 1년)

• Gold 후원사 로고노출 (행사 플랫폼, 웹

사이트 및 뉴스)

• CMO/CSO 패널 초청 (Asia Pacific 컨퍼

런스)

• 우수사례 발표자 초청 (협의에 따름) **

• 20명 무료 온라인 티켓 (유료행사 시)

• 5명 무료 초청 (임

직원 및 협력사 대

상) – 총 USD 2,500 

상당

• 오프라인 무료 티켓 1매

• 온라인 무료 티켓 2매

• 5 회 평가 및 분석보고

• SB 글로벌 멤버 브랜드

와 온라인 미팅 어레인

지 (요청 시 최대 2회)

• 우수사례 발표자 초청

• 한국 소비자 보

고서

• 아시아 (3개국 중

2개국 선택) 추가

보고서 제공

USD 20,000

Silver • SB Korea 1년 멤버십 (등록 후 1년)

• Silver 후원사 로고노출 (행사 플랫폼, 

웹사이트)

• 우수사례 발표자 초청 (협의에 따름) **

• 10명 무료 온라인 티켓 (유료행사 시)

• 3명 무료 초청 (임

직원 및 협력사 대

상) – 총 USD 1,500 

상당

• 온라인 티켓 20% 할인 • 5 회 평가 및 분석보고

• SB 글로벌 멤버 브랜드

와 온라인 미팅 어레인

지 (요청 시 1회)

• 한국 소비자 보

고서

• 아시아 (3개국 중

1개 선택) 추가

보고서 제공

USD 15,000

주 1> 2022년 2월 24-25일 개최되는 SB Asia Pacific (4개국: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컨퍼런스 별도 후원 비용: Platinum (USD 20,000), Gold (USD 15,000), Silver (USD 7,500)

주 2> 모든 멤버에게는 SB Korea 행사 및/또는 Asia Pacific 컨퍼런스에 연사 참가 및 모범 사례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단, 초청 연사의 발표에서 회사를 단순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으며, 발표자 초청 여부는
주최자의 브랜드 활동과 주제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한 SB Korea Event Committee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주 3> Platinum 스폰서는 SB Korea의 SB 회원사와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The Lab을 기획/리드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주 4> 멤버십 비용은 VAT 별도 금액이며, 신청 당일 USD-KRW 환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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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Sustainable Brands Korea

E-mail: seoul@sustainablebrand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