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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E 등록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정보] 

 

1. 2010 B4E가 무엇인가요? 

- B4E(the 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는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여 기업

주도의 친환경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로써 유엔환경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야생동

물기금(WWF)이 주최합니다. B4E에서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환경 문

제들을 논의합니다. ‘자원효율성, 재생에너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후 정책과 

전략’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2. B4E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요? 

- CEO급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정부, 국제조직, NGO, 방송사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환경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녹색미래

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3. B4E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 B4E 정상회의는 여러 형태의 토론(논의)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 여

러 가지 형태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총회(4월 22일-23일): 주요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객석의 10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모여 아젠다에 관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 분과그룹(4월 22일): 분과별 모임에서 2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특정 산업이나 주제

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섹션들은 각 1시간씩 진행되며 2010년 4월 22일에 진행됩니다.  

* 워킹 그룹 (4월 23일): 워킹 그룹 세션에는 각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특정산업과 주

제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 섹션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전문가 발제와 질의

응답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토론하게 됩니다.  

 

4. B4E회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참가자들은 ‘트위터’의 B4E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다

음과 같습니다. www.twitter.com.B4ESummit 

 

[등록] 

 

5. 미디어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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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E에 참가를 원하는 모든 미디어는 ‘미디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래 웹사이

트에서(http://www.b4esummit.com/?page_id=710)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등록 

관리는 본 회의의 PR 파트너인 Edelman이 담당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미디어 담당

자 (Nicolle.Kuritsky@edelman.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B4E에는 누가 등록 할 수 있나요? 

- B4E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누구든 B4E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회의에 참가자가 넘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침기자 등록은 사전에 마감됩니

다. 

- 등록비는 480 달러입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실 경우 신용카드 결제로 등록비를 납

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홈페이지 등록 페이지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www.b4esummit.com/?page_id=21). 

 

8. 등록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등록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회의 참가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010년 4월 21일: Welcoming Reception  

  2010년 4월 22일 : B4E회의 시 제공되는 점심식사와 커피&간식 

2010년 4월 23일 : B4E회의 시 제공되는 점심식사와 커피&간식 

 

9. 날짜 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B4E의 모든 일정을 등록해야만 하나요? 

- 날짜별로는 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전체 회의 일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0. 등록 양식에 있는 개인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만 하나요? 개인정보 정책은 어떠

한 가요? 

- 저희는 모든 참석자들이 회의에 관한 필수정보와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록 양식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상세 정보와 보고서를 업데이트 시켜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떠한 제 3자에

게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등록 데스크 오픈 시간을 알려주세요.  

- 2010년 4월 21일 : 오전 10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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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2일 :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2010년 4월 23일 :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 이 등록 데스크는 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의 3층 로비에 있습니다.  

 

12. 등록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할인(20% 할인 가격인 미화 384 달러)은 다음과 같은 참석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a) 유넵 한국위원회, 유엔 글로벌 컴팩트, BSR,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b) NGO 또는 아카데미 분야로 등록하신 분 

 

13. 단체 등록 시에는 할인이 되나요? 

- 단체등록을 위한 특별 할인은 없습니다. 

 

14. 참가 등록비 지불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신용카드로 지불 하 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되시지 않는 분은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시에는 송금 확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b4e@unep.or.kr)로 보내주십시오. 

 

15. 만약, 등록 취소를 하고 싶다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등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한번 지불된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소속 기관의 참가자에 한해

서 참가자 이름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행사 14일 이전에 서면(writing)으

로 변경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16. 등록비 지불의 마감은 언제인가요? 

- 등록비는 4월 12일 월요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가 확인이 된 분들에게는 영

수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비 지불이 확인되지 않는 참가자는 행사 입장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17. 통역이 제공되나요? 

- 전체 회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총회와 분과그룹에서는 영한 통역이 제공됩니다. 

단, 워킹 그룹 섹션에서는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역기는 정해진 개수만큼 셋팅되어 있으므로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서

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8. B4E 회의장에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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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E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장 내에서 녹화 및 사진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19. 셔틀 버스가 제공되나요? 

- B4E 회의 전체가 코엑스 안에서 개최되므로 셔틀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코엑스

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 꼭 정장(Business Suit)을 입어야 하나요? 

- B4E 참가자들은 정장(Business Suit)을 입기를 권장합니다.   

 

21. 식사가 제공되나요?  

- 2010년 4월 22일과 23일에는 B4E 참석자들에게 점심식사와 커피&간식이 제공됩니

다. 모든 점심식사는 코엑스의 1층에 있는 그랜드 볼룸(Grand Ballroom)에서 있을 

예정이고, 모든 커피&간식은 3층 로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 B4E에 등록된 참가자는 2010년 4월 21일에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Welcoming 

Receoption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2. 채식주의자 식단도 제공되나요? 

- 모든 식단에 채식주의자 옵션이 제공됩니다. B4E 기간동안 제공되는 식사는 친환경

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들어 집니다. 또한 주관사는 파트

너들과 함께 로컬 푸드 뱅크에 식재료를 기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 숙박이 가능한가요?  

- B4E 참석자들은 B4E 회의 공식 호텔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할인된 가격

으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싱글룸 220,000원/1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하시거나 개별 예약 시 B4E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4esummit.com/?page_id=23 

 

24. 행사 장소인 코엑스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입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의 5,6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해 밀레니엄 광장을 

통하여 코엑스로 들어오면 됩니다.  

- 버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아티움(무역센터) 앞/ 코엑스 동문 앞/ 봉

은사 건너편/ 한국전력 앞’ 정류소에 하차하면 됩니다.  

- 공항버스 : 인천공항에서 6006번을 타시고 공항터미널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