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인지메이커 마인드셋

Everyone Is  

ChangeMaker ! 





기업가 

“당신은 기업가정신을 갖추었습니까?”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C%81&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6%A5%AD&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5%AE%B6&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8%B5%B7&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6%A5%AD&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5%AE%B6&direct=false


 

체인지메이커 교육 

If not us, Who? 

If not now, When? 



Change 
 

Make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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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디자이너 

작가 
체인지 
메이커 
길잡이 

국어 
선생님 

비경쟁 
토론 
전문가 

교육 
혁신가 



출석부 게임 
(이름, 사는 지역, 참여하게 된 동기) 



  

  



유쓰망고 소개 

* 단체 개요 
■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mang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thMango  
■ 국내외 체인지메이커 교육 소식지, 망고레터 
     ▷ 구독 신청: http://bit.ly/MangoLetter  

유쓰망고는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문제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thmango
https://www.facebook.com/YouthMango
http://bit.ly/MangoLetter




마을교육공동체 

체인지메이커 

기업가정신 

코딩교육 

자유학년제 

학교협동조합 

문화예술교육 

Project based learning 

경기도 꿈의 학교 

디자인씽킹 

메이커교육 

민주시민교육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따른 Hot 키워드 

앙트십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핵심활동｜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공감)와 기업가적 해결 방안(행동) 모색 

핵심역량 

문제 인식 

원인 분석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기 확신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봉사단을 만듬 

멸종위기 새를 보호하
기 위한 굿즈 판매, 교육, 
연구를 하는 재단 설립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내 따돌림을 막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함 

10억 개의  
나무를 심는 
단체를 조직 

음악(작곡, 작사)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커뮤니티 형성 



•

•

•  

 #1. Z 세대 



 #1. Z 세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 1984년 생 
- 하버드 중퇴 
- 2004년 페이스북 창업 

우리의 부모 세대는  
평생 직장을 가졌지만  
우리는 모두 기업가 세대입니다.  
 
스스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내가 핛 수 있는 역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의 도젂은  
모든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 의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직접  
위대핚 일을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 5/25, 2017 하버드 졸업식 연설 중 



 체인지메이커, 왜 중요한가? (배경) 



 



메이커교육 배경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생산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주도적인 메이커들의 시대  

미래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모델링, 3D프린팅, 드론, VR, 로봇 등 

  

오직 ‘도구의 체험’만으로는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양한 도구와 필요한 지식 실질적으로 활용 & 공유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교육 

(3D 프린팅, 코딩, 로봇, 피지컬 컴퓨팅, VR, 영상 촬영)과 

도구 활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다. 

3D 프린팅 코딩 로봇 

피지컬 컴퓨팅 VR 영상 촬영 

Implementation 단계 :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사전 교육 (+자기 주도적) 





Do-learn-Do-learn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행하며 배움! 

Problem Solving 

Problem Finding 
 



공동체 
 

생활을 비롯해  

공동체 활동이나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  

: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리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다! 



변하는 것 
 
 

변화가  
필요한 것 

불변하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4절지) 조별로 + 전체 공유 



  

WHO  
이해관계자 특징 

WHAT  
원하는 욕구(N) / 겪고 있는 문제 상황(P) 





모듈 소개 





2019.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비  
체인지메이킹 교과서 (중앙교육 출판사) 

 







#존재 가치만으로 소중해 #나는 충분해 #믿어주기!  



• 임세은 

• yimsen86@naver.com 

• 010-3448-1907 

페이스북 facebook.com/youthmango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youthmango 
네이버 밴드 “유쓰망고” 검색 
 
유쓰망고 소식 메일 <망고레터> 구독! 
SXSW EDU 2018 탐방 보고서 다운로드 오픈! 
 

mailto:yimsen8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