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8기) 모집 안내
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2015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우수한 청년인재를 선발하여 현재
지 총 71명의 청년인재에게 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가. 사 업 명: 2022 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나. 목

적: 자신의 꿈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온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지원과 기회 제공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다. 선발인원: 총 00명(선발인원 수는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
라. 지원내용 및 선발자 특전
1) 장학금 지급: 연간 600만원
- 학기 당 300만원(최대 7학기/1학년 2학기부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타 기업 장학금 중복수혜는 조건부 승인
- 매 학기 적 격여부 심사
2)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진행(유스리더십캠프, 세미나, 멘토링 봉사활동, 동아리 등)
3) 연 1회 우수 활동자를 선발, 스타벅스 지원센터 인턴십 및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
마. 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2년도 대학 신입생
2)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세대
- 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가정(중위소득 70% 내외)
3) 연 1회 발대식 및 유스리더십캠프(1박 2일)에 필수 참여 가능한 학생
4) 연 4회 이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 가능한 학생
5) 월 평균 2회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서울 종로구 소재) 등에서 진행되는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활동에 필수 참여 가능한 학생
바. 선발일정
모집 및

서류전형

서류제출
2022.03.07.(월)
~ 04.01.(금)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
2022.04.02.(금)

2022.04.
마지막 주

→

(최종합격자에 한함)

→
2022.05.04.(수)

* 면접전형: 2022.04. 마지막 주 中 / 스타벅스 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
* 위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대식 및 캠프

최종발표

2022.08. 中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청년인재 추천 안내
가. 제출기한: 2022. 04. 01.(금) 15:00 (기한 내 접수 분만 심사)
나. 제 출 처: 어린이재단 서울2지역본부 이메일(cfksn@childfund.or.kr)
1) 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 내 공지사항 참조
2) 하단의 접수서류목록 참고하여 해당 서류 누락 없이 제출 요망
다. 접수서류목록
구분

접수서류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서〔서식1호〕1부
자기소개서〔서식2호〕 1부

필수
(총 5부)

주민등록등본(뒷자리삭제요망)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학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합격확인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납입 확인서 등
수급자증명서 1부

선택
(해당 사항에 따라)

차상위 확인 가능 서류 1부
일반저소득 증빙서류 2부
재능 관련 증빙 서류
-관련자격증, 입상증명서, 상장, 성적표, 학교 생활기록부 등

라.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 증빙 서류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택 1)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 1년분) 1부 필수
일반저소득가정
(총 2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해당 기관

증빙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 주거 관련 증빙서류 중 택 1
: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

해당 기관

마. 비

고: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

의: 어린이재단 스타벅스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담당자 / 02-752-2792

스타벅스 커뮤니 스토어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스타벅스의 글로벌 사
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3개의 커뮤
니티 스토어가 운영 중이며, 커뮤니티 스토어 1호점(대학로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 초록우산 어
린이재단에게 기부하여 청년인재의 장학금과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