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UNGC 한국협회 인턴십 기회 부여

• 기업 CSR · CSV · 사회공헌팀 실무자 미팅 기회

• 발표작으로 채택 시, 제4회 Youth-CSR Conference에서 전략제안서 발표 기회 부여(대상, 최우수상)

• 제4회 Youth-CSR Conference에서의 발표작 제안서 발간 및 배포

수상내역                                               혜택 

대상                         1팀                       상금 300만원 및 상장

최우수상                   1팀                       상금 200만원 및 상장

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참여기업

★ 상기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홈페이지 수시로 참고 바람)

일    시         내   용

8월 12일         1차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

8월 14일         1차 서류 합격팀 발표

8월 17일         참가팀 오리엔테이션

8월 18일 - 10월 17일         기업 방문 및 전략제안서 작성/제출  

10월 19일         2차 합격팀 발표

10월 24일 - 25일         프리젠테이션 심사

10월 26일         최종 수상팀 발표

11월 3일          제4회 Youth-CSR Conference에서 시상 및 발표

국민연금공단, 두산중공업(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모레퍼시픽,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주),

태광실업(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BGF, 

CJ대한통운, DGB금융그룹, KOICA, LG전자, NH투자증권 

시상 및 혜택

대상

• 국내외 2년제 이상 학부생 및 석사생 (재학 · 휴학 · 졸업예정자)

• 팀 단위로 응시 (각 팀은 2 - 4인으로 구성, 팀원 모두 대상요건 충족 필수)

-

내용

• 각 팀이 기업 CSR 담당자와 1-2회 미팅을 통하여 기업정보에 관한 

  필요자료를 제공받고 CSR 전략에 대해 논의

• 해당 기업의 우수 CSR 사례를 분석

• 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CSR 전략 및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

-

지원방법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http://www.unglobalcompact.kr/에서 

  제안서 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받아 y-csr@globalcompact.kr 로 제출

• 공모전 신청서 항목 : 참가팀 인적사항, 지원 경로, 지원 기업 및 동기 등 기재

-

심사기준

• CSR에 대한 이해도, 내용의 독창성 및 참신성, 연구제안의 실현가능성, 

  논리전개의 타당성, 연구서술의 정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작성방법

• 형식 : 워드 (발표팀은 PPT 제출)

• 분량 : 30장 이하

• 언어 :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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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SR 전략 공모전은 격년마다 진행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Youth-CSR Program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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