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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아산형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업가정신의 마인드셋을 갖추고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포착부터 비즈니스 모델링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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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획력을 기릅니다.

·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기릅니다.

· 개발한 커리큘럼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AN TEACHER-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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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이우진 국민대학교 교수 

윤성혜 렛츠랩 대표

남대일 고려대학교 교수창업이론과 실제

기업가정신 이론

아산형 기업가정신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기업가정신과 문제해결
최송일 와우디랩 대표

기업가정신 교육 x 게이미피케이션 강윤정 더플레이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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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AN NANUM FOUNDATION ASAN TEACHER-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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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질문, 발견, 기대, 공감을 통한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장착기업가정신 마인드셋

디자인씽킹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통한 문제정의&문제해결 워크숍 기업가정신과 문제해결

기업가정신 기본 개념, 핵심 요소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기업가정신 이론

아산의 기업가적 역량 및 특징 이해아산형 기업가정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적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개발 실습

기업가정신 교육x

게이미피케이션

MARU180 투어 및 창업,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 특강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창업이론에 대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창업이론과 실제

과제 수행 및 글로벌 스터디 준비를 위한 팀 워크숍 진행팀 프로젝트 워크숍

본인만의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 학습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티처프러너 교육은 하계, 동계 워크숍 교육과 함께 전문가 강의와 토론,

혁신기관 현장탐방, 글로벌 스터디 등 다방면적으로 7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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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혁신 교육 기관 

탐방 7일 내외

(팀 프로젝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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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집중 워크숍 교육

(하계,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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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커리큘럼

설계를 위한 역량 강화 과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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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TEACHER-PRENEURTHE ASAN NANU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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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수) - 8.21 (금) 24

창업이론과 실제 1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1

입학 및 하계 워크숍

39.11 (금) 창업이론과 실제 2 (온라인)

10.23 (금)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5 (온라인)

9.19 (토)

3 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3

3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4

9.26 (토)

3 창업이론과 실제 3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4

10.17 (토)

3 창업이론과 실제 4

3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2

8.28 (금)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1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2

정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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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금) - 10.31 (토) 9 기업가정신 교육 x 게이미피케이션 워크숍중간 워크숍

‘21.1월 중순 - 2월 중순 7일 내외-글로벌 스터디

11.6 (금) 3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3 (온라인)

‘21. 2.19 (금) 4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10정기 교육

‘21. 2.26 (금) - 커리큘럼 공유회 및 수료식수료식

12.4 (금) 3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5 (온라인)

‘21.1.13 (수) - 1.15 (금) 25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7,8,9동계 워크숍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6

11.21 (토)

정기 교육

3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6

3 팀 프로젝트 워크숍 7

12.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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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
입학식 및 OT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1

기업가정신 교육 x

게이미피케이션 

개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기업가정신과 

문제해결

점심 식사

창업이론과 실제 1

기업가정신 이론 &

아산형 기업가정신

점심 식사

Wrap-up

11:40 -

12:30

12:30 -

18:10

18:10 -

19:00

19:00 -

21:40

09:00 -

11:40

11:40 -

13:00

13:00 -

15:40

16:00 -

18:40

09:00 -

11:40

11:40 -

13:00

13:0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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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2:00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7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커리큘럼

디자인 워크숍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9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디자인 8

12:00 -

13:00
점심 식사

12:00 -

13:00
점심 식사

12:00 -

13:00

13:00 -

18:00

18:00 -

19:00

18:00 -

19:00

19:00 -

21:00

09:00 -

12:00

13:00 -

16:00

16:00 -

18:00

19:00 -

21:00

09:00 -

12:00

13: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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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수업별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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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석률 80% 이상

±��Ó

과정별 과제 제출율 80% 이상

±�º»Ô

과정별 수업 참여도 평가

*Pass/Fail 중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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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중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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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기업가정신 스쿨 홈페이지(www.asanschool.org)에서 지원서 작성

*기본정보, 필수 확인 사항, 에세이, 포트폴리오, 재직증명서

*서류 합격자에 한해 이메일 공지 예정

±�ØÙ�ÞÍ

기업가정신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ßÀàÇ

30명

±�ßÀ��

6. 9 (화) - 6. 28 (일) 23:00까지

7.10 (금) 17:00 발표

7.17 (금) - 7.18 (토)

7.23 (목) 17:00 발표

참가 신청

서류 발표

면접 심사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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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 아산 정주영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회혁신가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VI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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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