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런두런(Do+Learn) 기업가정신



교육 일정

시간 주제 세부 내용

1교시
(14:00 ~ 14:50)

이해하기
1) 팀원 이해하기
(체크인, 진진가 자기소개)
2) 기업가정신 이해하기

2교시
(14:50 ~ 16:20)

경험하기
1) 기회발견 보드게임
2) 가치발견 프로젝트

3교시
(16:20 ~ 15:00)

활용하기
1) 정보공유
2) 적용하기



이해하기



체크인

#체크인

지금 내 컨디션(정신적 + 신체적)은
10점 만점의 몇 점? 이유는?

포스트잇한장에 적어주세요.^^



진진가 자기소개

진진가(진짜진짜가짜)
자기소개

1. 진짜 두개와 가짜 두개로 자기소개하기
2. 팀원들과 자기소개를하면서 진짜와가짜맞추기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더 연결된 곳으로
만든다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to build a place
where people can come

to find and discover 
anything they might
want to buy online





A computer
on every desk

and in every home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남들이 문제로 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

‘혁신활동을 수행’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

*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발현 사례가 창업이지만,
그 적용범위가 반드시 창업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함양 가능



기업가정신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 = 경영인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 

= 가치창조자, 모험가



기업가정신

‘셈’을 전제로 한
기업 이윤 획득 기술

vs
‘의지’를 전제로 한
업을 일으키는 정신





bring 
transportation
for everyone, 
everywhere.





To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Spread
ideas





to provide
fast and easy

video access and
the ability to 
share video
frequently









#문제
#기회
#변화
#가치







기업가정신

Bringing the benefits to everyone.

Solve important problems and help
people in their daily lives.

Be socially beneficial.



기업가정신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해결















“창업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집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창업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임지훈’
전) 카카오 CEO



경험하기



기회발견 보드게임

1. 포스트잇에 ‘나의 관심사’ 2개, ‘내가 겪은 불편’ 2개 쓰기
2. 각자 적은 포스트잇을 모두 연결해서 보드판 만들기
3. 주사위를 굴려 말(말은 공용으로 한 개만 사용)을 이동하고, 
말이 이동한 칸에 적힌 내용을 적은 사람이 팀원들에게 설명
4. 칸에 적힌 내용을 듣고 미니 포스트잇에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각자 적어 붙이기
5. 3번, 4번을 반복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체험





가치발견 프로젝트







가치발견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케이스스터디

1. 와디즈 사이트 접속(www.wadiz.kr) 
2. 리워드 클릭
3. 프로젝트들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3개 선택
4.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가치)를 포스트잇에 작성
5. 프로젝트 내용과 투자하고 싶은 이유를 팀원들과 공유
6. 공유한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투표로 최종 1개 프로젝트 선정

http://www.wadiz.kr/


활용하기



활용하기

구분 이름 주소

사례학습 스테이지5(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oodboy1384

사례학습 구글 사이언스 페어 https://www.googlesciencefair.com/intl/ko

사례학습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https://www.tomorrowsolutions.org/

사례학습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https://yeep.kr/cpthb/contestSummary.do

사례학습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https://startup.asan-nanum.org

사례학습 와디즈(크라우드펀딩) https://www.wadiz.kr/

교육자료 YEEP(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https://yeep.kr/main/main.do

교육자료 100up(사회문제정의 협업 플랫폼) https://100up.kakaoimpact.org/

https://www.youtube.com/user/goodboy1384
https://www.googlesciencefair.com/intl/ko
https://www.tomorrowsolutions.org/
https://yeep.kr/cpthb/contestSummary.do
https://startup.asan-nanum.org/
https://www.wadiz.kr/
https://yeep.kr/main/main.do
https://100up.kakaoimpact.org/


활용하기

교시 주제 내용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 6교시기업가정신캠프기획해보기



#문제발견
#문제해결
#가치창출
#세상행복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일을 이루는 비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 다음
그걸 성장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IT그루
‘폴 그레이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