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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 최근 국내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의 정(Entrepreneurship) , 

의 속성 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존재함 다수의 교육이 해외사례를 답습하거, (Attribute) . 

나 자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음, 

!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산 정주영 선생의 뜻을 계승한 , 

아산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발굴하여 재단의 교육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산 정주영 선생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필요를 인식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아산 정주영 선생의 육성이 반영된 를 근거로 아산 형 기업text ( ) 

가정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아산나눔재단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부과제 에서 도출된 아산형 기업가정신 의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아산형 기업가정[ 1] ‘ ’ ‘

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융합하여 넓은 의미의 기업가정신의 교육효과를 ’ 

달성할 수 있는 일반형 기업가정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함 ‘ ’ 

연구의 추진 체계1.2 
! 본 연구의 주제는 경영학 창업학 그리고 교육학의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연구/ , , 

의 신뢰성 및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학 창업학 및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

구성하였음 연구책임자 및 책임급 연구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참여 구분 성명 소속기관 학과 직위 최종 학위

연구책임자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 Warwick 경영학 박사  

서울대 공학 박사 

책임급 

연구원

정선영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 Florida 교육학 박사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중앙대 창업학 박사 

표 연구책임자 및 책임급 연구진< 1> 



! 본 연구의 범위는 세부과제 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아산형 기업가정신 프로그[ 1] ‘ ’ 

램과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형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가‘

이드라인을 구분하여 개발하였음

세부과제 의 가이드라인 작성의 원칙[ 2 ]

! 콘텐츠 측면 을 통해 도출된 주제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 : Textmining

며 주제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조절하였음 

! 수업방식 측면 하브루타 등의 상호작용을 적극활용하여 아산 기업가정신의 깊은 뜻을  : 

체득하도록 운영함 의 수업모형 활동에 기초한 수업구조 인 조 . Gagne , 2 1 파트너십 그룹, 

워크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생성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함 액션러닝을 통해 머리로만이 아닌 실. 

제 행동과 구체적 실행전략을 적용해 보는 훈련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균형적으로 습, , 

득함 

연구 수행 일정1.3 
! 본 연구는 세부과제 이후에 이어 진행되는 과제로 아산나눔재단이 우리가 만들 미[ 1] , “

래 기업가정신에서 답을 찾다 라는 주제로 년 월 일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 ” 2018 11 8

에서 개최한 아산 기업가정신 교육 포럼 에서 연구 책임자인 김도현 교수가 세부연구 “ ”

까지 진행된 본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였음1 .

! 세부과제 는 아산형 기업가정신교육 과 일반형 기업가정신교육 가지의 주제로 다음2 ‘ ’ ‘ ’ 2

과 같은 일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 

월                                     

항목  
11 12 1 2 3 비고

세부

연구 

2

아산재단 요구 조사

프로그램 목표 규모 대상 확정, , 

가이드라인 설계

아산재단 피드백 수집

가이드라인설계 완성 

최종보고 

표 세부연구별 연구 수행 일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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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형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설계 2. 

수업설계의 구조 2.1 

! 교수설계모형에 근거하여 아산형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음 Dick & Carey 

! 본 모형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임 이 모형은 교수목표 설정 교수. , 

분석 학습자 및 환경분석 성취목표 진술 평가도구개발 수업전략 수립 수업자료 개, ,  , , , 

발 형성평가 총괄평가 프로그램 수정의 단계들로 구성됨, , , . 

! 각 단계별로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절차진행으로 

인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교수목표 설정은 학습자가 학습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목표 설정 후 교수분석과 학습자 및 환경분석단계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됨 

! 교수분석에서는 위계적분석 절차적 분석 군집분석 통합적 분석 등의 유형분석을 진행, , , 

하고 학습자 및 환경분석에서는 선수학습기능과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게 됨 

! 분석 후에는 학습될 성취행동 조건 준거에 의한 성취목표를 진술하게 되며 목표에서의 , , 

성취행동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진행됨 

! 수업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교수 전 활동 정보제시활동 학습자 참여활동 검사활동 사, , , , 

후활동이 포함되며 전략수립 후에는 학습자용 지침서 교수자료 등과 같은 수업자료를 , 

개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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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단게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평가하게 

되며 일대일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 평가의 방법이 있음 , , 

! 평가에 따라서 교수프로그램의 수정이 반영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교수 프로그램의 절대

적 혹은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 설계 및 실행이 진행됨 

본 프로그램의 수업설계 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2.2 

교수목표 1) 

! 아산의 차별화된 기업가정신인 아산형 기업가정신 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태도의 상황‘ ’ 

적 특성을 통찰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함 

! 아산형 기업가정신을 살린 리더십의 핵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자아와 

기회발견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창업의지를 고취함

교수분석 2) 

! 교수목표 수행을 위해서 세부과제 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산형 기업가정, [ 1] ‘

신 의 특성과 기존 앙트러프러너십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분석하고 최종적으’

로 이를 통합하여 아산형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출함  

! 차 아산 특유의 기업가정신의 세부내용1

변인 교수분석 아산형A ( ) 

현실에 
대한 인지 

자신과 자신을 (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나에 대한 
분석력

나의�강점과�약점 호불호 원하는�삶과�장애물이�무엇인지�,� ,�∘
명확하게�분석할�수� 있다� � .�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력

가족의�특성과�성격에�대해서�잘� 알고�있는�편이다.�∘
친한�친구나�동료의�특성과�성격에�대해서�잘� 알고�있는�∘
편이다� � .

가족의�장점에�대해�잘� 아는�편이다.�∘
가족의�약점이나�어려움에�대해�잘� 아는�편이다.� �∘
친한�친구나�동료의�장점에�대해�잘� 아는�편이다.∘
친한�친구나�동료의�약점이나�어려움에�대해�잘� 아는�편이다.�∘
내가�속한�사회적�환경의�특성에�대해서�잘� 아는�편이다.�∘
내가�속한�사회적�환경의�장점에�대해�잘� 알고�있는�편이다.∘
내가�속한�사회적�환경의�제약과�문제점에�대해�잘� 알고�∘
있는�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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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olage/
Bootstrapping
문제실체파악(

능력과 
집요함)

문제실체
파악

나에게�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의�실체를�분석하는�편이다.� �∘
가족에게�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의�실체를�분석하는�∘
편이다� � .� �
나를�둘러싼�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의�원인을�분석하는�편이다.� �∘
가족에게�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의�원인을�분석하는�∘
편이다� � .�

나에게�닥친�문제의�상황을�어떻게든�끝까지�극복하는�편이다.� �∘
가족에게�닥친�문제의�상황을�어떻게든�끝까지�극복하는�편이다.�∘
제약이�발생했을�때�제한된�기존의�환경에서�해결하려고�집요하게∘
고민하는�편이다� � .�

기존자원
의 

재활용력

제약이�발생했을�때�기존의�환경에서�다양한�방법을�시도하는�∘
편이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가능한�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구하는�∘
편이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한정된�자원을�어떻게든�최대로�활용하려�∘
한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기존의�자원에서�최대의�성과를�이끌어�내∘
려고�노력한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다른�사람들이�미처�발견하지�못한�일상의�∘
기회를�최대한�잘� 살리는�편이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기존의�방식을�집착하지�않고�새롭게�접근∘
해�보려고�한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기존의�자원을�재조합하여�새로운�결과물을�∘
만들�수�있다� � .

제약이�발생했을�때� 종종�현재의�용도와는�또�다른�용도를�∘
생각해�내보려고�노력한다� � .

끈기

원하는�것을�추구하다가�어려움을�겪더라도�절대�포기하지�∘
않는다� � .
원하는�것을�추구하다가�어려움을�겪을�때� 일단�노력해�보고�잘�∘
안되면�그냥�포기한다� � .

주어진�환경을�탓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개척하고�극복한다.∘
아무리�어려운�상황이라도�포기하지�않고�끝까지�노력한다.∘
수개월 수년 의�노력을�요구하는�목표라도�꾸준히�집중한다( ) .∘
결과가�불확실한�상황에서도�좋은�결과를�기대하며�노력에�∘
집중한다� � .

시작한�일은�어떻게든�끝을�보려고�한다.�∘

긍정 및 협력
긍정의 힘과 (
상부상조 
협상력)

긍정적

오너쉽

아무리�어려운�상황이라도�모든�일이�다� 잘� 될� 것이라고�확신한∘
다� � .
항상�능동적으로�새로운�일을�계획하고�수립한다.∘
일이�주어지기�기다리기보다는�앞서�계획하고�실행한다.∘
∘ 내가�세운�목표들을�염두해�두면서�과제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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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일반형 기존 기업가정신의 세부내용2 ( ) 

스스로�세운�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
어떤�일이든지�달성하고자�하는�의지가�강하다.∘

상부상조

협상력

타인의�의견을�논리적으로�설득하여�협력적�관계를�성사시킬�∘
수�있다� � .�
상대방을�격려하며�협력하는데�익숙하다.∘
개인의�복지뿐만�아니라�타인과�공공의�이익이나�복지에�관심이�∘
많다� � .
개인의�이익만큼�타인과�공공의�이익도�중요하게�생각한다.∘
개인과�집단�모두의�발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는�편이∘
다� � .

내가�속한�집단의�더� 큰� 이익을�위해서�내� 개인의�이익을�양보∘
할�수�있다� � .
나의�사업을�바탕으로�주변�사람들과�더불어�성장하려고�노력한∘
다� � .

변인 교수분석 기존B ( )

자아개념

일반적자아
긍정적인� 자아상과� 만족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학업과� 업무에�

적극적인�자세로� 임할�수� 있다.�

성취자아
학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주변에� 도움을�

바탕으로�만족할� 결과를� 성취해�낼�수� 있다.�

능력자아 자신의� 학업능력에�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질�수�있다.

사회적자아
긍정적인� 자아상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즐겁고� 자신있게� 유지

하고�타인에게�필요한�존재가� 되기�위해�노력할�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

정보수집

자신의� 장래�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찾아낼� 수�

있다.

목표설정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계획수립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자원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제해결
진로를� 성취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 자원,� ,�

인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있다.

자기평가
자신의� 장단점 선호도 능력 취향 제한점� 등에� 대해� 정확한�,� ,� ,� ,�

관찰과� 평가를�할�수� 있다.

기업가�

정신
혁신성

제한된�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과감

히� 시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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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및 환경분석3) 

! 학습자 특성분석 학습자의 특성 사전지식 학습동기 학습능력 학습방법 선호도 등: ( , , , ), 

규모 등을 분석함

! 환경분석 수업장소 및 시설 교수매체 등을 분석함: , 

성취목표 진술 4) 

! 교수분석에 의해 아산형 기업가정신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성취목표 학습의 결과 를 기대‘ ’ ( )

할 수 있음

! 각 차시별 세부 학습 목표는 주제별로 지식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하며 긍극적인 목표, , 

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한 태도의 변화임1) 지식의 약자는 기술은 . ( K(Knoweldge), 

위험감수성
목표달성에� 매진하기� 위해� 위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

할� 수� 있다.�

진취성
성공을� 위해� 변화나� 인내를� 요구하는�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기회발견
일상생활의� 제한된�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

하기�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생성할� 수� 있다.

기회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노력 비용 자원 인맥� 등,� ,� ,� ,�

을� 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

문제규정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할� 문제의� 정수를�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있다.

의사결정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는데�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평가하여�보완�및�적용하여�결정할�수� 있다.�

창의성역량

협력적�

의사소통

새로운� 아이디어의�현실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 친구�및�,�

지인들과�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주어진� 문제를�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혁신적�

업무행동능

력

주어진� 문제를�해결할�때� 기존의� 방식을�탈피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과감하게�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창업의지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집요하게�목표에� 집중하고�준비할� 강한�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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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로 표기함S(SKills) A(Attitude) )

! 아산형 기업가정신 학습목표

1) 의 세부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참고 2.3.1~2

차시 제목 주제( ) 학습목표

1 나는�누구인가?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성찰을� 바탕으로� 참된� 자아에�

대해�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내� 인생은�내가�

챙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계획을� 지속적으로� 시도할�수�있다.�

3
기업가정신을�

찾자!

기업가정신� 추구의� 필요성과� 핵심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자신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가정.�

신� 마인드셋을� 형성할�수� 있는�지식 태도 기술을� 학습한다,� ,� .

4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면� 경제가�

보인다!�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과� 시장의�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4

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경제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데� 필

요한�역량을� 학습한다.�

5

고정관념은�

탈피하되,�

근면성실의� 태도를�

유지하자!�

고정관념을� 깨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앞서� 계획하고� 실행하

는�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근면성실한� 삶이� 주는� 성공의�.�

비결과�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

6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곧�기회

일상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기술

을� 적용하여� 구체적인�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7

나는�기회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노력 비용 인맥� 등의� 자원,� ,� ,�

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활용할� 수� 있다.

8

제한된� 자원�

내에서도� 긍정의�

마인드로� 끝까지�

해결해보자!�

자신이� 가진 시간 노력 금전의� 제약을� 최대로� 활용하여 스스로�,� ,� ,� ,�

세운�목표를� 성취해낸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며� 끝까지� 원하는� 목표를� 획득할� 수�

있다.�

9

내� 인생에서�

해결�못할� 문제는�

없다!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다,�

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

인� 방법을� � 시도할� 수� 있다.�

10
낯설게� 거꾸로�

보는� 눈!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해결할� 수� 있다.



5) 평가도구 개발

! 성취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이 포함됨

수업전략 개발6) 

! 교수 및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계획 매체선정 등을 진행하며 핵심 학습전략으로는 지식, 

습득 태도변화 기술습득이 있음 , , 

지식습득 차시별 관련 동영상을 통해 학습흥미 극대화    - : 

태도변화 하브루타를 통한 태도 변화 유도    - : 

기술습득 주제별 참여과제를 통한 실천기술의 구체화 시도     - : 

! 수업의 구조는 의 수업활동 모형‘Gagne 2) 에 기초하여 크게 단계로 들어가기 배우기’ 4 ‘ , ,   

참여하기 다지기 로 구성됨 세부단계는 들어기기 동기유발 사전경험재생 학습목표제, ’ . , , , 

시로 구성됨 배우기는 자극자료제시 학습안내 제시로 구성됨 참여하기는 수행유도 공. , . , 

유로 구성됨 다지기는 성찰과 계획으로 구성됨 . 

2) 가네 의 수업사태 혹은 교수사태 이론이라고도 칭한다 이 이론은 학습자의 내적 인(Gagne, R. M.) . 

지과정을 돕는 환경적 자극을 뜻하는 용어로 단위 수업 즉 일정한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주제 혹, , 

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지의 활동이자 교수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드9 . 
시 순서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교수사태의 가지 단계는 단계 학생의 호기심을 끄는 , 9 1① ：

주의 획득 단계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알려주는 학습목표 제시 단계 관련 선행학습을 , 2 , 3② ： ③ ：

다시 떠올리게 하는 선수지식의 회상 단계 학습과제에 내재해 있는 자극의 제시 단, 4 , 5④ ： ⑤ 
계 조언이나 조력 등을 통한 학습안내 제공 단계 수행유도 단계 피드백 제공, 6 , 7 , 8： ⑥ ： ⑦ ： ⑧ 

단계 간단한 연습이나 테스트를 통한 성과 평가 단계 학습된 숙련을 유지하고 직무와 연관, 9： ⑨ ：
된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한 일반화와 연습활동 즉 지식 유지와 직무 전이력 증진으로 구, 

성된다

수업설계의 구조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어가

기

1 동기유발

학습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고� 학습주제에� 대한� 동

기를� 부여함
동영상 사진 스토,� ,�

리텔링 뉴스 기사,� ,� ,�

사례� 등의� PPT
2

사 전 경 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

은�무엇이� 있는지� 공유함

3
학 습 목 표

제시
학습목표가�무엇인지�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우기 4
자 극 자 료

제시

전달할� 주요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정보와� 예,� ,�

시를� 제시함

동영상 사진 스토,� ,�

리텔링 뉴스 기사,� ,� ,�



수업자료 개발7) 

!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학습자용 지침서 교사용 지침서 학습자료 매체자료( , , , , 

평가지 등 을 개발하고 아산형 기업가정신을 기초로 컨텐츠개발 업체를 통해 청소년스쿨)

에서 사용할 시간 차시 성인대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한 시간 분량의 커리큘럼 2 *2 , 3

개발함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8)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일대일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평가 등을 수- , , 

행함 

교수프로그램 수정9) 

! 형성평가 단계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함

총괄평가 설계 및 실행10) 

! 최종 완성 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사례� 등의� PPT

5
학 습 안 내

제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

방법을�제시함

학습결과물의� 구체적

인�예시물

참여하

기

6 수행유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내용을� 적용할� 수�있는�

기회를�제공함
워크시트

7 공유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과� 타인의� 아이디어나� 학

습결과물을�서로�공유함
PPT

다지기 8
성찰과� 계

획

자신이� 수행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수정보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함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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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기업가정신 세부 프로그램3. 

! 교육커리큘럼 구성 세부과제 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아산 특유의 기업가: : [ 1]

정신의 개념과 기업가정신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학습목표를 통합하여 최종

적으로 아산형 기업가정신교육 차시 로 구성하였으며 지식 기술(10 ) , (Knowledge), (Skill), 

태도 구분이 모든 차시에 포함하여 설계함(Attitude) 

! 핵심 학습전략으로 지식습득 차시별 관련 동영상을 통해 학습흥미 극대화 태도변1) : , 2)

화 하브루타를 통한 태도 변화 유도 기술습득 주제별 참여과제를 통한 실천기술의 : , 3) : 

구체화 시도 

차시 제목 주제( ) 학습목표 기대효과 세부� 학습� 목표

1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성격적� 특

성에� 대한� 객관적�

성찰을� 바탕으로�

참된� 자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아개념

일반적자아�-

성취자아�-

능력자아�-

사회적자아-

인간� 고유의� 특성과� 차이를� 객관K:�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설명할� 수�있다.

나의� 성격적� 특성과� 장단점� 및� 호S:�

불호를� 객관적으로�성찰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참된�A:�

자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내�인생은�

내가� 챙긴다!

자신에� 대한� 정확

한� 진단을� 바탕으

로�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

획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관심사와� 역량이� 진로에� 미치는�K:�

영향과� 상관관계를�분석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추구를� 위한� 체계적인�S:�

계획을� 세울� 수� 있다.�

A: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거하며� 진

로롤�추구할� 수� 있다.

3
기업가정신을�

찾자!

기업가정신� 추구의�

필요성과� 핵심개념

의� 이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삶� 속

에서�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해보고� 자

신의� 목표를� 지속

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의지�

기업가정신의� 필요성과� 핵심개념K:�

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있다.�

기업가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 적S:�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A:�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

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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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면�

경제가�

보인다!�

차� 산업혁명� 시4

대의� 기업과� 시장

의�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경제하려

는�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

기업과�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제하려는�

의지

차�산업혁명� 시대의�기업과�K:� 4

시장의� 변화를�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수�있다.�

고객의� 요구를�분석하고� 기회를�S:�

포착하여� 상품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제하려는�의지를�A:�

지속적으로� 시도할�수� 있다.� � �

5

고정관념은�

탈피하되,�

근면성실의�

태도를�

유지하자!�

고정관념을� 깨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앞서� 계획하

고� 실행하는� 자세

를� 실천할� 수� 있

다 또한� 근면성실.�

한� 삶이� 주는� 성

공의� 비결과� 극복

해야� 할�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자

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의� � 태도

근면과�-

성실의� � 태도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발상은�K:�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창업가들의� 근면성실한�

태도를� 학습한다.�

창조적� 파괴의� 아이디어를� 도출하S:�

는� 기술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자,�

신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해보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자신의� 삶에� 적

용해본다.�

고정관념을� 깨고� 주어진� 문제에�A:�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있다.�

6

일상생활에서

의�문제는�

곧� 기회

일상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창의

적� 사고기술을� 적

용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기회발견

창의성역량

일상에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문제K:�

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성

해� 낼� 수�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사S:�

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창의적A:�

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

7

나는� 기회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노력 비용 인맥�,� ,�

등의� 자원을�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다.

기회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K:�

간 자원 노력 비용� 등을� 분석할� 수�,� ,� ,�

있다.�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화시키기� 위S:�

한� 틀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회를� 활용하는� 창의적� 마인드를�A:�

지닐�수� 있다.�

8

제한된� 자원�

내에서도�

긍정의�

자신이� 가진 시,�

간 노력 금전의�,� ,�

제약을� 최대로� 활

창의적�-

문제해결력

긍정적�-

�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하는� 이유K:�

와� 긍정적� 원동력� 및� 극복방법이� 무

엇인지�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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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로�

끝까지�

해결해보자!�

용하여 스스로� 세,�

운� 목표를� 성취해

낸다 불가능한� 상.�

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장애를� 극

복하며� 끝까지� 원

하는� 목표를�

획득할� 수�있다.�

마인드

끈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가S:�

능해보이는�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는� �

다양한� 전략과�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

불가능을� 극복하여� 목표를� 달성할�A:�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융통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9

내� 인생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없다!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기� 위해� 체

계적인� 방법을� �

시도할� 수�있다.�

사회적

문제해결력

문제규정-

의사결정-

주어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K:�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분석적이

고� 비평적� 사고단계를� 설명할� 수� 있

다.�

문제해결을� 위해� 손익을� 분석하는�S:�

체계적인� 단계를� 적용할� 수�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A:�

대처할� 수�있다.�

10

낯설게�

거꾸로� 보는�

눈!

주어진� 문제를�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있다.

창의성역량

협력적-

의사소통�

창의적� � � �-

문제해결력�

혁신적� � � �-

업무행동능력�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적� 의사소통�K:�

방법의� 특징을�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S:�

의적인� 사고와�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

을� 적용할�수�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창의적인� 사A:� ,�

고와� 협력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처

할� 자세를�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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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자아개념1◦

! 주제 나는 누구인가: ? 

! 핵심목표 나의 성격의 특성과 호불호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성격의� 유형에

는� 어떠한� 것이� 있고 자신의� 성격은� 어,�

떤� 유형인지� 분석하는� 학습주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동영상

우리가�궁금하나요- ?�

https://www.youtube.com/wa

tch?v=WWodRJD8EBs�

(00:00~05:24)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

나� 지식은�무엇이� 있는지� 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로� 나의� 성격유형 역할모델�찾기‘MBTI’ ,�

의� 성격유형에�대한� 지식� 학습-‘MBTI’

PPT

의�성격유형특성�-‘MBTI’

동영상

나도� 모르는� 나의� 성격- ,�

로� 알� 수�있다MBTI

https://www.youtube.com/wa

t c h ? v = h V z Z z X D l j ZM�

(00:00~03:40)

5
학습안내

제시

세부과제�[ 1]

자신의� 성격유형� 분석하여� 찾기�‘MBTI’

세부과제�[ 2]

각� 성격유형에� 적합한� 직업군과� 대표적인�

인물을� 자신의�유형과� 연결해보기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물

- 유형의� 특징과� 결과�MBTI�

활용법

https://jsmpym.blog.me/2211

61224821

유형별� 특성과� 주요-MBTI

인물

https://kin.naver.com/qna/det

ail.nhn?d1id=6&dirId=61303

&docId=139242727&qb=TUJ

USSDsnKDtmJUg64yA7ZGc7J

2466y8&enc=utf8&section=ki

n&rank=3&search_sort=0&sp

q=0

참

여
6 수행유도

나에� 대해�성찰하기�

내가�잘하는� 것� 자신이� 없는� 것- VS�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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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내가�좋아하는�것� 싫어하는� 것- VS�

내가�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것- VS�

내가�원하는� 직업� 장애물- VS�

변화하고� 싶은� 자신의� 성격과� 극복하고�-

싶은� 장애를� 구체화시키기

7 공유

조별활동 같은� 조� 안에서� 각자� 작성한�[ ]

워크시트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함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변화하고� 싶은� 성격과� 극복하고� 싶은� 장

애에� 대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 및�

나에게� 필요한�부분을� 보충함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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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

! 주제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

! 핵심목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 ,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른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나의� 적성

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를� 성

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

함

동영상

-나만의�적성에�맞는�진로를�찾는법

https://youtube.com/watch?v=Zl2eHe

h1RRI� (00:00~7:07)

-미래직업탐험대미래�유망직업�총결산�:

https://www.youtube.com/watch?v=

U6QkIYarM1M� (00:00~41:00)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

험이나� 지식은� 무엇이�있는지� 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

자가�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나의� 관심사와� 역량� 찾기를� 통해�1)‘
진로를� 찾는� 방법 을� 제시함’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에�2)‘ ’
대해�구체적인� 정보와�예시를� 제시함

동영상

싸이드�프로젝트-

https://youtube.com/watch?v=iXbqP

BL8DRQ� (00:29~7:41)�

도서 또는� 관련동영상�5「 」

년으로� 당신� 인생을� 바꿔라‘5 ’
https://youtube.com/watch?v=nN_u8

aoos0g&index=19&list=PLVtMITEH6o

hSZ2yiS_X_5y06IyZcCAFtS�

(00:00~4:29)

https://www.youtube.com/watch?v=

EwX0gxCfy8Q� (00:00~10:06)

5
학습안내

제시

세부과제�[ 1]

나의관심사와� 역량찾기를� 통한�진로찾

기

세부과제�[ 2]

진로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구체

적인� 년� 계획세우기5

필요한� 과정과� 지원-

성취할� 세부수행� 리스트-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물

-나의관심사와� 역량찾기를� 통한�

진로찾기

하고 싶은 것?
OOO

잘할 수 있는 것?
OOO

나의 제한점?
OOO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OOO

남이 하지 않는것?
OOO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진로는?

참 6 수행유도 1)� 나의관심사와� 역량찾기를� 통한� 진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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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

기

로찾기

진로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구2)�

체적인� 개년� 계획세우기5

7 공유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과� 타인의� 진로

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

해� 서로� 공유하고�논의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자신이� 작성한� 진로계획서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세

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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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기업가정신 창업의지3 / ◦

! 주제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정신을 찾자: ? !

! 핵심목표 어떠한 일과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 1)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려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이해하고 기, , 

업가적 소양을 기른다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요하게 목표에 집중하고 준비할 강한 . 2) 

의지를 기른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기업가정신 이‘ ’
란� 무엇인지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신은�,�

무엇인지�학습주제에� 대한�동기를� 부여함

동영상

기업가정신�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

v=slj2FyqUlm0� (00:00~04:40)

https://www.youtube.com/watch?

v=-U5X7ToFkB0� (00:00~03:00)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

나�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인� 혁신성 위험1) ,�

감수성 진취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지,�

식을� 전달함�

기업가정신의� 사고와� 태도를� 이해할� 수�2)

있는� 와� 슈즈 또는� 켈리‘Airbnb TOMS ’� ‘
델리 의� 사례를�제시함’

동영상

- 와� 슈즈의� 기업가정Airbnb TOMS ‘
신

https://www.youtube.com/watch?

v=EwX0gxCfy8Q� (00:00~10:07)

도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

는� 여자 또는� 관련동영상� 켈'」

리델리의�기업가정신‘
https://www.youtube.com/watch?

v=lIcmAcRyBBc� (00:00~10:05)

5
학습안내

제시

두� 회사의� 사례에서� 기업가정신� � 분석‘ ’
을� 위한�구체적인� 방법을�제시함

세부과제� 사실[ 1]�

그들이� 처한�제한적인� 문제상황�-

혁신적인� 해결책-

위험과� 실패에� 대처하는� 자세-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

물

학습안내제시의� 질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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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의� 면모-

세부과제�[ 2] 나와의� 비교�

나와의� 공통점-

나와의� 차이점-

나에게� 필요한� 사고와� 태도�-

세부과제� 의견[ 3]�

기업가� 정신에� 필요한� 사고와�태도-

가장� 중요하다고�생각된� 요소-

전하는� 메시지-

배운점� 및� 느낀점-

참

여

하

기

6 수행유도

두� 회사의� 사례를� 보고 기업가정신을�1) ,�

분석하여�작성하기

자신과� 비교하기2)

전체적인�의견작성으로� 마무리하기3)

워크시트

7 공유

조별활동 다른� 학습자들과� 각자� 작성한�[ ]

기업가정신� 분석 에� 대해� 서로� 다른� 관‘ ’
점을� 공유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자신이� 작성한� 기업가정신� 분석 의� 내용‘ ’
을� 되돌아보고� 수정� 및� 보완하여� 발견하

지� 못한� 내용� 및� 나에게� 필요한� 사고와�

태도를� 보충함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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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4◦

! 주제 경제하려는 의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 

! 핵심목표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이윤을 : 1. , 

추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와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어

가기

1 동기유발

제시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

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및� 적극적인� 자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동영상

한국인� 모두가� 잘

사는 정주영� 회장,�

이� 없었다면� 대한'

민국 도� 없었다' ?�

https://www.yout

ube.com/watch?v

=8SqtbHwVbp8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

에�대해� 상기시킴

3
학습목표

제시

세부주제[ 1]�기업과�시장에� 대한� 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

의�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KSA)

세부주제[ 2]�경제하려는� 의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태도의� 중요

성을� 절감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

(KSA)

학습목표리스트

배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세부주제[ 1]기업과� 시장에�대한�이해

동영상시청�1)�

다음시대의�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 TED� >�

그냥들고나오면� 돼 무인매장�아마존고� 공개-< !� >

세부주제[ 2]�경제하려는� 의지

1)� 동영상� 시청

정주영� 전� 회장의� 소떼� 방북�사건 의� 비밀-< ' ' >

세계가� 놀란� 서산�간척지� 사업 위기를� 기회로�바-< ,�

꾼�아산� 정주영>

다음시대의�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TED�

https://youtu.be/

AyWtIwwEgS0

그냥들고나오면돼!

무인매장� 아마존고�

공개

https://youtu.be
/hr_BrizWxdU

5
학습안내

제시

세부주제[ 1]�기업과�시장에� 대한� 이해

동영상�시청후�하브루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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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 중에� 당신은� 무엇을� 선-

택하겠는가?�

세부주제[ 2]�경제하려는� 의지

동영상�시청후�하브루타�실시-

더불어�자살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 ?

세계가� 놀란� 서산�-

간척지� 사업 위기,�

를� 기회로� 바꾼� 아

산� 정주영�

https://www.yout

ube.com/watch?v

=lKtu7BV80Po

차산업혁명-� 4

https://youtu.be/

AyWtIwwEgS0

- 그냥� 들고� 나오

면� 돼 무인매장�!�

아마존고� 공개�

https://youtu.be/

hr_BrizWxdU

워크시트

참여

하기

6 수행유도

성공한�기업가들의� 분석1)�

자신이�알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를� 공유하기� � �-

언급한� 기업가들� 중� 대표적인� 명을� 선정하고� 워- 2

크시트에� 작성하기

그들의�업적을� 공유하고� 공통점이� 무엇인지�토론하-

기�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고� 무엇이� �2)�

달라졌는지�분석해보기

일반적인�직업� 미래의�직업3)� VS�

이미� 알고�있는� 직업을� 개� 이상� 적어보기� � �- 10

작성한� 직업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개이상 개이- 4 ,� 3

상 개� 이하로� 제시된� 지업들을� 일반적인� 직업,� 3 ‘ ’�
란에� 작성하기�

-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선택해보고� 그� 이유가� 무

엇인지� 작성하기

- 앞으로� 생겨날� 직업을�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무

엇인지� 작성하기

7 공유
다른� 학습자들과� 학습결과물을� 공유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논의함
ppt

다지

기
8

성찰과�

계획

자신이� 작성한� 워크시트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수정�

및�보완� 계획을�세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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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5◦

! 주제 고정관념을 깨라 그대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끝까지 버텨라: ! ! !

! 핵심목표 고정관념을 깨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앞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세를 : 1) 

실천할 수 있다. 근면성실한 삶이 주는 성공의 비결과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을 분석2) 

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 

단

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

유발

제시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고�

학습목표에�대한� 학습동기를�부여함

동영상

-서산간척지�사업

https://www.you

tube.com/watch?

v=86fLBfJ0rxw�

(00:00~2:48)

2

사 전

경 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상기시킴

동영상을� 시청한� 소감� 발표시킴-

3

학습

목표

제시

세부주제 창조적파괴[ 1]�

도전하는�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정관념탈피와� 창의적인�

사고의�중요성을� 깨닫고�이를� 자신의�삶에서� 실천하기

세부주제� 근면과� 성실[ 2]�

근면� 성실한� 삶이� 주는� 성공의� 비결과� 극복해야� 할� 어-

려운� 점�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

자료

제시

세부주제 창조적파괴[ 1]�

아산�어록� 팝퀴즈�1)�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적응력이� 뛰어날� 수-“
가� 없다 뛰어난�인간은�함정을� 슬기롭게� 지나간다.� .”

동영상� 시청�2)�

서산간척지� 사업�-

팔당댐� 건설-

세부주제� 근면과� 성실[ 2]�

아산�어록� 팝퀴즈�1)�

-“똑같이 열� 시간� 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늦� ,�

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는� 사람� 중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성공 확�

률이� 높다.”
편안하고� 쉽게�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다-“ .”
동영상시청�2)　

결국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성실-

팔당댐� 건설 상- ,�

식을� 깨트린� 결단

을� 보여준� 아산� 정

주영

https://www.you

tube.com/watch?

v=LsULAEqy-Sk�

(00:00~2:48)

세계� 최대� 조선소�-

건설의� 초석을� 마

련한� 아산� 정주영

https://www.you

tube.com/watch?

v=ec6V7xlWHAw

(00:00~4:50)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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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기는� 사람-

들의� 비밀

https://www.you

tube.com/watch?

v=uQbu0j83zEE�

성실�-

https://www.you

tube.com/watch?

v=QyGrGM1UV-

U

아침� 시의� 기적- 5

https://www.you

tube.com/watch?

v=i0kiRwCOdI0

하브루타워크시트

5

학습

안내

제시

세부주제 창조적파괴[ 1]�

동영상� 시청� 후 하브루타�1)� ,�

서산간척지 팔당댐� 건설 과� 세계최대� 조선소� 건설-‘ ’,� ‘ ’ ‘ ’�
동영상� 시청� 후 핵심질문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문제를� 해결한�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하브루타� 실시

세부과제 근면과� 성실[ 2]�

성실 아침 시의� 기적 에� 대한� 동영상� 시청� 후 하고�-‘ ’,� ‘ 5 ’ ,�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하브,� ,�

루타� 실시

참

여

하

기

6
수행

유도

세부주제 창조적파괴[ 1]�

내가�꿈꾸는� 삶1)�

나와�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의� 삶에서� 해결하기�- ,� ,�

어려운�진퇴양난의� 문제상황�찾아내기� � �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장애물� 분석하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파괴적인� 혁신방법� 생각해� 내-

기�

그룹과제� 브레인스토밍�기법활용2)� –�
주어진� 진퇴양난의�문제의� 핵심�분석하기-

가능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해결책� 찾기-

최종해결책을� 결정하고�그� 이유를� 찾기-

세부과제 근면과� 성실[ 2]�

자신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1)� ,� ,�

것을� 분석해서�결정하기

억원을� 들여서� 얻은� 성공법칙 을� 바탕으로� 우선순2)� ‘5 ’
위에� 따른� 자신의� 과제� 가지를� 선택하고� 다음� 주까지�6

실천해�보기

자신의� 기상시간과�시간계획표� 작성하기3)�

동영상

당신은� 왜� 당신의�-

일에서� 최고가� 아

닌가 탁월함의� 핵?�

심은� 어디에� 있는

가?

https://www.you

tube.com/watch?

v=kFdFQxqUlDg

동영상

억원을� 들여서�-5

얻은성공법칙� � 매“
일� 끝내야� 할� 가6

지�과제”
https://www.you

tube.com/watch?

v=jXagMxHTlvo

워크시트�

7 공유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과� 타인의� 워크시트를� 공유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논의하기
워크시트

다

지

기

8

성찰

과�

계획

자신이� 작성한� 워크시트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세우기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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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기회발견6◦

! 주제 미니컴퍼니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 곧 기회: 1 - !

! 핵심목표 일상생활과 제한된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 

체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과� 만화� 자료를� 보고� 일상생

활과� 제한된� 환경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부족은� 기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함

동영상

제한된�환경에서의� 기회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

v=5QFftHuVGr8&index=3&list=PL

1 B 9 4 4 6 B E B 1 8 E 6 2 B 4�

(00:00~1:59)

생활용품� 발명만화�

http://www.dalseo.daegu.kr/idea/i

nvent_cartoon.html?code=4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

나� 지식은�무엇이� 있는지� 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문제점을�1)

찾아� 아이디어로� 시장개척을� 한� 사례와�

칼럼을� 제시함

창의적� 사고기법� 중� 브레인스토밍2) ‘ ’� � ,�
형태분석법 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전달‘ ’
함

동영상� 및� 뉴스

일상생활� 문제점� 발견 시장- ,�

개척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
v=TGKt0XLfcm8 청� (00:00~1:56)�

소년

https://www.youtube.com/watch?

v=NfcHf9UvybY 여� (00:00~2:37)�

성

https://www.youtube.com/watch?

v=955JFUdX7P0� (00:00~03:46)�

일상가전

칼럼

창업에의� 형태분석법�활용-

http://www.dalseo.daegu.kr/idea/i

nvent_column.html?no=117&mod

e=view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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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기법� 중� 브레인‘
스토밍 형태분석법’,� ‘ ’

5
학습안내

제시

세부과제�[ 1]� insight� 1� �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찾는� 방법

을� 제시함

일상생활에서� � 겪는� 불편함을� 전지에�-

모두� 적음 브레인스토밍( )

세부과제�[ 2]� insight� 2

발견한� 문제점을� 보다� 편리하고� 좋게� 만

들기� 위해� 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기�위한� 계획을�함

문제 끈달린� 신발의� 불편함�해결< >� ‘ ’
학교� 등교시간에� 늦었다 빨리� 뛰어가야�.�

하나� 계속� 신발끈이� 풀려� 결국은� 지각을�

했다 끈달린� 신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내�보아라.

형태분석법 의� 단계에�아이디어�생성1)‘ ’
문제정의�-

요인찾기-

도표작성하기-

요인� 개를�양변에�취하여� 조합( 2 )

아이디어�생성하기-

아이디어�평가하기-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2)

계획�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팀구성하,�

기 최소� 명에게� 피드백� 받아오기 규칙,� 5 ,�

적으로� 투자�가능한� 시간정하기� 등)�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

물

브레인스토밍�-

형태분석법-

도서

창의융합콘서트 급변하는�- :�「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

인싸이트란� 어떤� 것을� 볼�*

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고민하는� 것 최종적,�

으로� 이를� 개선하여� 보다� 편

리하고� 좋게�만드는� 것

재료     
끈길이

참

여

하

기

6 수행유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전지에�1)

모두� 적어�문제발견� 연습하기

형태분석법에� 따라� 끈달린� 신발의� 불2) ‘
편함을� �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생성’�
하기

아이디어를� 구체하화기� 위한� 계획� 세3)

우기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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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

조별활동 다른� 학습자들과� 끈달린� 신발[ ] ‘
의� 불편함을� �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서로� 공

유하고� 논의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작성한� 끈달린� 신발의� 불편함을� � 해결‘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의� 내용을� 되돌아보고� 다음�’
차시에서� 조별활동으로�보다�구체화시킴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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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기회활용7◦

! 주제 미니컴퍼니 나는 기회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2 - !

! 핵심목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노력 비용 인맥 등의 자원을 효과적이: , , , 

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내게� 있는� 다양

한� 자원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자원이므로� 기회로�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함

동영상� :

성장의� 기회는� 당신의� 버-

려진� 시간에� 있다 시간과�(

노력자원)

https://www.youtube.com/wa

t c h ? v =M f Yg 0 DU cn q k�

(00:00~3:53)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

나�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시간 노력 비용 인맥� 등을� 효과적으1) .� ,� ,�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비즈니스� 플랜에�대한� 정보를�전달함2)

동영상

손정의 소프트뱅크 의� 치- ( )

밀한�사업구상

www.youtube.com/watch?v=

s_9YCxw1yJ8� (00:00~09:00)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질문� 가지7

https://www.youtube.com/wa

t ch ? v =6 q B g omd ROD0�

(00:00~04:45)

도서

하루� 분�정리의� 힘- 15「 」

5
학습안내

제시

문제 끈달린� 신발의� 불편함� 해결 을�< >� ‘ ’
위한� 미니컴퍼니�설립�

세부과제 자원공유 팀구성[ 1]� ,�

각자� 가진� 자원을� 공유하여� 하나의� 맵�-

만들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원인지 아- ,�

닌지� 구분하기

필요자원에� 따라�팀구성-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물

창업계획서� 양식-

https://www.slideshare.net/K

OMYUNGHWAN/ss-6576474

8

학습안내제시의� 질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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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미니컴퍼니�설립[ 2]�

개인이� 생성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유�-

및� 발전시키기

컴퍼니�이름�짓기-

컴퍼니�규칙정하기-

각자의�역할정하기-

팀원이�가진�자원� 정리하기-

세부과제� 비즈니스�플랜�[ 3]�

판매하고자� 하는�물건이� 무엇인가- ?

누가� 우리의�고객인가- ?

누가� 판매할�것인가- ?

얼마나�많은�사람들이� 살�것인가- ?

얼마의�돈이�들어갈�것인가- ?�

어떻게�조달할� 것인가 자본- ?( )

얼마에�팔� 것인가 가격- ( )

자료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인터넷검색 현장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 ,� ,�

등 수집할� 내용 방법 주담당자 기간�),� ( ,� ,� ,�

등)� �

마케팅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

가?�

-어떤�일정으로�진행할�것인가 스케쥴?( )

참

여

하

기

6 수행유도

조별활동 각자�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1)[ ] ,�

팀구성하기

조별활동 미니컴퍼니를� 설립하여� 끈달2)[ ] ‘
린� 신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

디어 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회사운영�’ ,�

기본규칙� 정하기

조별활동3)[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비즈니스�플랜으로�구체화하기

워크시트

7 공유

조별활동 다른� 팀과� 비즈니스� 플랜 의�[ ] ‘ ’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서로� 공유하

고� 논의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조별활동 팀이� 수행한� 내용을� 되돌아보[ ]

고 아이디어를� 현실적� 결과물로� 발전시,�

키기� 위해�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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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8◦

! 주제 성공의 세 친구 그대 이름은 브리꼴라쥬 부트스트래핑 긍정과 끈기: ! , , ! 

! 핵심목표 긍정과 끈기의 정신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신이 가진 시간: , , , 

노력 금전의 제약을 최대로 활용하여 더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

유발

제시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실천

해낼� 수� 있는� 끈기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함

그릿 끈기의�힘�,�

의식적�노력

https://youtu.be/

QHj7w_xnH-I
2

사 전

경 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상기시킴

동영상을� 시청한� 소감� 발표시킴-

3

학습

목표

제시

세부주제[ 1]� Bricolage/Bootstraping

자신이� 가진� 시간 노력 금전의� 제약을� 최대로� 활용하,� ,�

여 스스로�세운�목표를�쟁취해� 낸다,� .�

세부주제 긍정과� 끈기[ 2]�

장애물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과� 끝내� 이기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극

복해� 보고�이를� 자신의�삶에서� 실천하기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

자료

제시

세부주제[ 1]� Bricolage/Bootstraping

아산�어록� 팝퀴즈�1)�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만이� 꼭� 잘� 사는건� 아-“
니다.”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민이� 부를� 이루고� 행-“

복하게�살수� 있다.”
동영상� 시청�2)�

중동건설-

세부주제 긍정과� 끈기[ 2]�

아산�어록� 팝퀴즈1)�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떤� 일이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나는� 생각한다.”�
- 스스로�포기“ 하지�않는� 이상�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어려운�상황에도�포기� 하지� 않는다-“ .”
어떤� 상황에서도�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없다-“ .”
죽을� 힘을� 다해�노력하면 못할� 일�없다-“ ,� .”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

중동건설-

https://www.you

tube.com/watch?

v=S_rdjFsVNOI�

(00:00~2:50)

인생을� 바꿀� 한�-

가지� 신념

https://www.you

tube.com/watch?

v=HsrgUCgckSM

결정적� 순간에� 해-

내는� 방법

https://www.you

tube.com/watch?

v=wPU_P6I3ASg

하브루타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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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가� 놓은� 개의�- 2

길

h t t p s : / /

www.youtube.co

m/watch?v=voQ

0 d L l M J 5 k�

(00:00~4:50)

하브루타워크시트

5

학습

안내

제시

세부주제[ 1]� Bricolage/Bootstraping

동영상� 시청� 후� 하브루타1)�

중동건설� 동영상� 시청� 후 자원이� 없는� 환경에서도� 목,�

표를� 성취하는�능력에� 대한�하브루타�실시�

세부과제� 긍정과� 끈기[ 2]�

동영상� 시청� 후 하브루타2)� ,�

그가� 놓은� 개의� 길 동영상� 시청� 후 불가능한� 상황-‘ 2 ’� ,�

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에� 집중하여� 끝까지� 버티는� 힘의�

근원지에� 대해�하브루타�실시

참

여

하

기

6
수행

유도

세부주제[ 1]� Bricolage/Bootstraping

제한된�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목1)�

표한� 바를�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가지� 성공한� 과제와� 실패한� 과� �-�

제�찾기�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이유� 분석하기-�

적은� 자원으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

보기

세부과제� 긍정과� 끈기[ 2]�

내� 안에� 긍정과� 끈기를� 시험하기1)�

내� 삶에서� 성공한�과제와�실패한� 과제�찾기-�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이유� 분석하기-�

끈기가� 없어서� 실패한� 과제를� 끝장� 볼� 때까지� 시도하-�

기

이렇게� 쉬운� 방법

으로� 행복해지다니

행복 뇌 긍정[ ,� ,� ]�

https://youtu.be/

ADvosqH7XMY

7 공유
조별활동 나와� 친구의� 시간과� 돈의� 사용계획표의� 공[ ]�

통점과�차이점�분석�및�피드백� 주고받기
워크시트

다

지

기

8

성찰

과�

계획

개별활동 효과적인� 시간과� 용돈� 사용을� 위한� 자신의�[ ]�

계획표�수정� 및� 보완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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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사회적 문제해결9◦

! 주제 내 인생에서 해결 못 할 문제는 없다: !

! 핵심목표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최선의 해결방: , 

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이 갖는 가능성 및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 평가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

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겪을�

법한�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 고민

해�보도록� 동기를� 부여함

동영상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합-

리적인� 의사결정

https://www.youtube.com/watc

h ? v = u W v 2 n f o Y V q o�

(00:00~1:23)
2

사전경

험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이

나�지식은� 무엇이� 있는지�공유함

3
학습목

표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

료제시

문제의� 본질을� 찾고 아이디어를� 생성,� ,�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생각도구인�

기법 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전달'5Why '

함�

동영상� 및� PPT� �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질문법(5Why)

https://ww.youtube.com/watch?

v=8YYRe0ex6wg� (00:00~6:06)

5
학습안

내제시

문제 학교에서� 겪는�나의� 문제< >� ‘ ’

세부과제� 표면적인�문제[ 1]�

1)나의�학교생활을�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교에서� 겪는� 나의�문제는2) ?

세부과제�[ 2]�문제규정 기법 적용('5Why '� )

문제의�근본적인�원인과� 해결방안�찾기

다양한�관점에서� 찾아보기( )

문제의�원인은� 무엇이었나- ?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

는�것은?

세부과제� 의사결정[ 3]�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

물

기법 의� 활용법-'5Why '

https://m.post.naver.com/viewer/

postView.nhn?volumeNo=67124

14&memberNo=17369166&vTyp

e=VERTICAL

학습안내제시의� 질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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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해결방안을� 비교� 평가하여�결정

참

여

하

기

6
수행유

도

학교에서� 겪는� 나의� 문제 에� 대해�1)� ‘ ’
기법 을� 적용하여� 문제의� 근본적인�‘5Why ’

원인과�해결책� 찾기

다양한� 해결방안을� 비교� 평가하여� 합리2)

적인� 의사결정하기

워크시트

7 공유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과� 타인의� 학습결과

물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논의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자신이� 작성한� 학습결과물의� 내용을� 되돌

아보고�수정�및�보완� 계획을�세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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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창의성역량10◦

! 주제 낯설게 거꾸로 보는 눈: !

! 핵심목표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과 지인들과의 협력적인 의: 

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계 활동내용 세부사항 학습자료

들

어

가

기

1 동기유발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

함
마크주커버그의� 페이스북� 창업

https://www.youtube.com/watch?v

=4vZUKll_miY� (00:00~8:57)
2

사전경험

재생

학습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경험

이나� 지식은� 무엇이�있는지�공유함

3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교수자와� 학습자

가� 확인함
학습목표리스트

배

우

기

4
자극자료

제시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생각도구� 중� 관

찰 감정이입 변형 에� 대해� 지식’,� ‘ ’,� ‘ ’�
과� 기술을�전달함

동영상

쓰레기통� 부족� 문제�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

=JyyPEsFI6Wo� (00:00~01:48)

PPT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 ‘
도구 중� 일부’�

5
학습안내

제시

문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시민[ ]

들은� 불편할� 때가� 많다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

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세부과제� 팀�구성하기[ 1]�

함께� 할� 팀원�설득 모집하기- ,�

세부과제� 아이디어� 발산[ 2]�

인터뷰� 동영상을� 보고� 문제상황을� 관‘
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감정이입 사고의� 변형 을� 통해� 문‘ ’,� ‘ ’
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위한� 아이디어� 제시하기

세부과제� 아이디어� 현실화[ 3]�

학습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물

쓰레기통에� 창조경제를� 담다-

https://www.youtube.com/watch?v

=cff10v6ZjbQ� (00:00~16:00)

학습안내제시의� 질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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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플랜�구상하기 차시�참고(5 )

참

여

하

기

6 수행유도

조별활동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과�1)[ ]

협력적으로�의견을� 공유하기

조별활동 생각도구를� 활용하여� 창2)[ ]

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

발산하기

조별활동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3)[ ]

위한� 비즈니스�플랜�구상하기

워크시트

7 공유

조별활동 다른� 팀과� 쓰레기통� 해결방[ ] ‘
안 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서’
로� 공유하고� 논의함

PPT

다

지

기

8
성찰과�

계획

조별활동 팀이� 수행한� 내용을� 되돌아[ ]

보고 아이디어를� 현실적� 결과물로� 발,�

전시키기� 위한� 차� 회의� 계획을� 세움2

워크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