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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COSTOMER PREFFERED BRAND AWARD

시상소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에너지 소비자가 믿고 신뢰해 선호할 수 있는 브랜드로 확고한 에너지 사업,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

글로벌 브랜드


K-에너지 사업모델의 우수성을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제품과 기술이전으로 글로벌로 도약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중장기 사업계획


에너지사업의 가치있는 계획의 유무성

고객관리 시스템 및 구축 운용


에너지관리를 플랫폼화 시킨 기업



 에너지 브랜드의 가치 상승
에너지 브랜드로써의 가치가 상승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소비자의 에너지브랜드에 대한 인식재고
딱딱하기만 했던 에너지 브랜드의 인식이 재고 돼


소비자 가치 중심의 에너지 브랜드 입지 확보

3. 에너지 산업 기여도 상승
에너지 산업에서의 산업 기여도가 상승,


동종 업계 주목도 상승

4. 사내외 활동, 투자, MOU로 활동 이슈
사내외 활동으로 CSR(사회공헌활동), 투자, MOU활동 등으로


교육업계 브랜드관리 활동으로 홍보이슈 발생

“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를 발굴합니다.”

시상소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시 상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신 청 접 수 

심 사 기 간 

결 과 발 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한국저널


한국저널


한국저널


상시


개별 접수 후 7일


심사 종료 후개별 통보

시상소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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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평가지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선정항목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01. 상패제공

수상이력이 기재 된 다양하고 고급스런 상패제공.


사내비치, 웹싸이트 게재 등이 가능합니다.

수상특전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수상부문 :


회 사 명 :


대 표 자 :

고객만족브랜드


에코트리시티


김 기 훈

     귀사는 우수한 에너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경영을 이끌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인정받는 바,  코리아베스트브랜드가 주최하고


한국저널이 후원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코리아베스트브랜드 어워드 운영 사무국

02. 상장제공

수상이력에 대한 대표자, 브랜드명이 기재 된


상장이 수여됩니다.

수상특전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03. 팝업제공(사이즈 2종 제공)

브랜드 웹싸이트, 소셜, 블로그 등에 활용가능한


팝업제공으로 홍보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상특전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04. 온라인 언론보도
KBBA와 제휴관계에 있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수상기사가 전송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채널을

통해 파급력 있는 브랜드 인지도의 전파가 이뤄집니다.

수상특전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브랜드 대상

보롬병원, 소비자가 만족하는 병원
브랜드 대상 1위 수상쾌거
김상영 기자 | 2022.1.07

에코트리시티가 KKBA(코리아 베스트브랜드 어워드)가 주

최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 브랜드 대상’에 참여해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트리시티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에너지사업과 사
회공헌활동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3분기 에너지 효율관
련 세미나에서 사업목표를 중장기비전으로 공개한 것에 수
많은 국내외 기업과 국민들에게 옹호를 받고 있다.

에코트리시티,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 브랜드

대상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김상영 기자 | 2022.1.07

에코트리시티가 KKBA(코리아 베스트브랜드 어워드)가 주최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너지 브랜드 대상’에 참여해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트리시티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에너지사업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최고의 브
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3분기 에너지 효율관련 세미나에서 사업목표를 
중장기비전으로 공개한 것에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국민들에게 옹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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