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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우리는   지구라는   정말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면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로   더욱   극심해지는   
사회의   양극화는   지구촌   속   많은   이들의   사회적   권리와   꿈을   펼칠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가   
현재와   같이   수년간   지속된다면   사회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미래의   세대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2nd   Inc.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평등한   미래를   향해   일하는   기업으로,   매년   ‘For   Our   Next   Generation’   
이라는   기부   릴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며   지구촌에   
살고있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Project   #2021   

Overview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양극화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급증한   실업률은   많은   이들의   직업을   
빼앗아   갔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어   삶의   희망과   의지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   받을   기회   조차   없어져   ‘Lost   
Generation’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상위계층   속   극소수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어   K   모양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현상인   ‘K-shaped   Recovery’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22nd   Inc.는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를   늦추기   위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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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올해   6월에   출시된   22nd   F&B의   버킷햇/캡   시리즈   판매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수입   중   78%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과   하루하루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관련된   기부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키트,   의료진   보호물품,   방역   
서비스,   학습도구   등   전세계   취약계층에게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구호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2nd   F&B   버킷햇/캡   시리즈   디자인   
  

For   Our   Next   Generation   #2021   Challenge   참여방법   

1.   본인의   SNS에   FONG   모자를   쓰고계신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2.   사진과   함께   캠페인에   관한   간략한   설명글과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짧은   글을   써주세요.   
3.   #FONG2021   #For_Our_Next_Generation   #22nd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4.   @22ndofficial을   태그해주세요.   
5.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FONG   #2021에   참여할   3~5명의   지인분들을   지목해주세요!  

a. 꼭   @(인스타아이디)로   태그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방법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