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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SG 개관



01. ESG 개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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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SG 개관

“No issue ranks higher than climate change”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



01. ESG 개관



SNUCSR은 재무적가치와 사회적가치의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는 서울대학교 유일의 CSR 전문 경영 학술 동아리입니다.

SNUCSR

✓ CSR이 포괄하는 이슈들에 대해 공부

✓ 산업과 기업의 CSR 이슈 파악

✓ CSR 전략 제안



02. SNUCSR 소개

01 교육세션 02 연사초청

03 외부프로젝트 04 SR 발간



02. SNUCSR 소개

① 교육 세션

1차세션

ESG 관련 관심 주제
및 최신 이슈 케이스 스터디

2차세션

기업 SR과 활동 기반
ESG 등급 모의 평가

3차세션

기업별 구체적인
ESG 전략 제안

각 세션 진행 전 교육 부장의 예시 발표 및 매뉴얼 설명



02. SNUCSR 소개
② 연사 초청

업계에 종사하시는 연사님들 초청하여 인사이트 공유

③ 외부 프로젝트

기업의 ESG 소위원회 참여, SR 보고서 검수 등

출처: SK 에코플랜트



02. SNUCSR 소개
④ SR 발간

한 학기의 활동과 ESG 이슈에 대한 보고서 발간

vol. 37 vol. 36 vol. 35



03. 2022-1 활동계획

• 3월 18일: OT 및 1차 교육 세션
• 3월 25일: 1차 발표(1)

SR 발간

3월
• 4월 1일: 1차 발표(2)
• 4월 8일: 2차 교육세션
• 4월 15일: 2차 발표(1)
• 4월 22일: 2차 발표(2)
• 4월 29일: 중간고사 휴회

4월

5월

• 5월 6일: 3차 교육세션
• 5월 13일: 연사초청
• 5월 20일: 3차 중간 발표
• 5월 27일: 연사초청

6월

• 6월 3일: 연사초청
• 6월 10일: 기말고사 휴회
• 6월 17일: 3차 기말발표



03. 2022-1 활동계획

✓ 활동조건: 2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대학(원)생

✓ 세션: 매주 금요일 7PM-9PM, 학기 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추후 대면 진행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지각및결석: 운영진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사항 외 불허 (질병, 인턴 등)

✓ 휴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각각 1회 휴회

✓ 회비: 3만원



04. 지원방법

01. www.snucsr.com 접속 → Recruiting → [2022-1] 31기 모집 안내 및 지원서 게시물 클릭

02. 지원서 다운로드

03. 3월 9일 10PM 이전까지 서류 접수



04. 지원방법

✓ 서류 접수
1. Why CSR, ESG: CSR과 ESG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SNUCSR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주세요. (400자) 

2. Why SNUCSR: 지금까지 SNUCSR의 활동에 대한 생각과, 입회 후 활동 계획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해주세요. (1000자) 
- 학회지 SR(snucsr.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 인상 깊게 읽었던 글과 그 이유
- SNUCSR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나 가장 탐구하고 싶은 분야

3. Why YOU: 성격의 장단점, 지금까지의 다양한 활동 경험, 진학이나 진로 계획 등 SNUCSR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400자) 

✓ 면접
3월 12일 (토), 13일 (일) 11:00AM-18:00PM 사이 줌으로 진행

• 면접시간: 15분
• 면접방식: 다대일
• 면접질문: 지원서 기반 개인 질문 + ESG 관련 공통 질문 + 추가질문



Q&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