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테크

기업브랜드

AI교육

컨텐츠 개발사

융합코딩

브랜드

AI, IoT,

언택트 기술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브랜드는 모여라! 

미래형 스마트AI

교육브랜드 대상

IT를 활용한 에듀테크 브랜드를 찾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브랜드의 발굴

주최/주관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어워드KBBA
KOREA BEST BRAND AWARD

주최/주관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어워드KBBA
KOREA BEST BRAND AWARD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아이들의 교육브랜드, 학부모의 눈이 정확합니다.

P A R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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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대입, 재수

관련 학원

예체능 계열
전문학원

IT관련

학원

취미관련

LMS



우수한 교수진 외에도 자체적인 학생 학습 관리시스템을 갖춰 학습능률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는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수업 후 교육공간 제공, 피드백 시스템, 보충강의 인강제공 등 다양한 학습지원


인프라가 뛰어난 우수 인프라를 갖춘 학교, 학원을 발굴합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PARENT PREFERRED BRAND AWARDS

시상소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교육브랜드 비전 제시

미래비전의 제시는 곧 학부모와 소통하는


브랜드의 첫번째 강점입니다.

2. 최고경영자의 사업철학

최고경영자의 사업철학을 알리고 기업의 사회영향력


가치를 알립니다

3. 브랜드 관리활동

사회공헌 등 ESG 경영 실천 활동 내역 


사회영향력 ESG 활동 관련 마케팅 홍보 활동

4. 사회기여도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교육 등의 사내외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기여도를 평가합니다

“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곧 교육브랜드의 미래입니다.”

시상소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시 상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신 청 접 수 

심 사 기 간 

결 과 발 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한국저널


한국저널


한국저널


상시


개별 접수 후 7일


심사 종료 후개별 통보

시상소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01.


사전조사 / 안내

※ SNS, 포털, 뉴스 등의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통해 교육업계에서  혁신사례를


      가진 브랜드 선별



※ 수상이 가능한 후보 브랜드에 e-mail, 


      FAX로 어워드 후보브랜드 선정 안내

02.


신청접수

※ e-mail / 웹싸이트에서


     참가신청 / 공적접수

03.


공적심사

※ 공적 심사단의 심사 진행, 


      사실성·적합성·우수성 평가

04

결과발표 / 시상

※ 각 브랜드별 수상여부를


      브랜드에 통보



※ 상장·상패·팝업 전달 및


      후속 언론보도를 진행합니다.

시상식 세부과정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선정항목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선정항목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01. 상패제공

수상이력이 기재 된 다양하고 고급스런 상패제공.


사내비치, 웹싸이트 게재 등이 가능합니다.

수상특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부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프트웨어


AI WORKS


김 철 호

     귀사는 우수한 품질과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혁신을 이끌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브랜드로  인정받는 바,  코리아베스트브랜드가 주최하고


한국저널이 후원하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코리아베스트브랜드 어워드 운영 사무국

02. 상장제공

수상이력에 대한 대표자, 브랜드명이 기재 된


상장이 수여됩니다.

수상특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WE`RE BEST WINNER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

03. 팝업제공(사이즈 2종 제공)

브랜드 웹싸이트, 소셜, 블로그 등에 활용가능한


팝업제공으로 홍보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상특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두잇코딩,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1위 수상쾌거
김상영 기자 | 2022.1.07

보롬병원이 KKBA(코리아 베스트브랜드 어워드)가 주최하는 올해의 우수혁신 병원브
랜드 어워드에 참여해 올해의 병원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롬병원은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전문진료
진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김장 500포기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독거노
인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두잇코딩,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1위 수상쾌거
김상영 기자 | 2022.1.07

두잇코딩이 KKBA(코리아 베스트브랜드 어워드)가 주최하
는 미래형 스마트 AI 교육브랜드 어워드에 참여해 올해의 교
육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두잇코딩은 초-중학생들도 쉽게 코딩을 접하고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는 융합코딩학습 개발사이자 프랜차이즈로


전국 30개 지점과 6개의 직영점을 운영중이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코딩대회를 4회 개최해 열띤 대상을 수
상한 김요한 학생은 세계대회 참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

졌다.

DO IT 코딩

04. 온라인 언론보도

KBBA와 제휴관계에 있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수상기사가 전송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채널을


통해 파급력 있는 브랜드 인지도의 전파가 이뤄집니다.

수상특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주최/주관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어워드KBBA
KOREA BEST BRAND AWARD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브랜드 대상

아이들의 교육브랜드, 학부모의 눈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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