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에서는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시민’에 관한 학술적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시민이 기업경영의 문화로 정착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1회 기업시민 연구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 모음집에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우수작 5편을 담아놓았습니다.





2019년 BRT*에서 선언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 등을 통해서 최근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개념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며,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

로서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

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ESG,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앞으로 기업경영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기업시민과 연관된 다양한 연구와 사례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 BRT(Business Round Table) : 미국의200개 주요 대기업CEO로 구성된 협의체

기업시민 주제  
제안 배경

• 공고 및 접수: 2021년 3월 17일~4월 30일 • 연구계획서 심사: 2021년 5월 3일~5월 14일

• 심층연구 진행: 2021년 5월 17일~7월 9일 • 결과발표 밀 시상: 2021년 7월 21일

• 연구공모전 논문집 발간 : 2021년 12월 31일

진행 일정

주제별 응모 비율

기타 29%

기업시민 개념

29%

기업시민 실천사례 

8%

기업시민 인프라 8%

기업시민 조직문화 25%

공모전 주요 주제

기업시민 개념
• 기업시민에 대한 개념 및 이론 모색

• 기업시민 개념 관련 리뷰 또는 메타분석

기업시민 실천사례
• 국내외 기업 실천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소셜벤처, NGO 등 기업시민 실천 사례 연구

기타
• 기업시민 유사 개념인 ESG, 사회적가치,  

• 지속가능경영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

기업시민 

인프라(측정 등)

• 기업시민 실천성과 측정 방법론

• 녹색회계(Green Accounting)의 무형가치 측정

기업시민 조직문화
• 기업시민의 문화화를 위한 조직행동 탐색

• 리더십과 기업시민 실천間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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