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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지루한 이론강의
-

-

-

취향과 공감의 ‘아무거나’ 메이커 실습
-

-

아산 티처프러너 결과물 공유와 마무리
-

-

-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교육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교육 사례공유

키트 배송 받으셨죠?

가족이나 동료, 선후배님 등 2인1조로 같이하시면 좋겠어요!

아산 티처프러너 1기 4조 커리큘럼 제작 배경과 철학

모듈 별 소개와 세부내용 공유

마무리 끝

순서



대충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영감[insight]



1교시: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그 뭐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위험을 무릅쓰고 기성을 파괴하는 정신/행동



※ 이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해를 위하여 약간의 약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 문제해결

세상의 변화

먹고사는 방법의 변화

COVID-19



왜 하필 지금 기업가정신인가요?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갑다, 청년!

난 변화의 소용돌이다!



기업가정신 vs 기업가정신교육



대 항해기업가정신 시대



모든 것이 공유되는 시대
=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



창업가
범죄자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업능력

창의력 실행력 도전정신 공감능력

기회발견

문제해결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감능력...?



공감은
자연선택을 통해
증가할 것이다.

공감능력이 최고인 이들을
보유한 공동체가
가장 번영하여
많은 후손을
양육할 것이기 때문이다.

C. 다윈, 인간의 유래, 1871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22.12.28 - 2018.11.12



상상력



※ 이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해를 위하여 약간의 약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08:00 am 08:05 am













일본 Airbnb 창의적 이용후기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한 이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Industry 4.0

AI(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로봇, 사람과 직업의 변화





자율주행 자동차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상담 AI ‘우봇’



원하는 스타일로 그려주는 AI ‘Deep Dream’



AI가 작곡한 비틀즈풍 노래 ‘DADDY’S CAR’



뭐여.. 다 하잖아!!!



요리





인간은 AI에 없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있다.

AI 발전 원인은 과학의 진보와 방대한 데이터,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창의력으로 대응.

- 칼럼니스트 안나 파워, 포브스



창의력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컨텐츠도 창의적으로



같은 게임도 창의적으로



같은 서비스도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하기



모서리는
90도니까

문제해결ㅋ도 창의ㅋ적으롴ㅋ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는?

날강두 메시 담배꽁초로 투표해 주세요



수익모델을 접목하면 ‘돈’







별걸 다..



생각보다 쉬운 펀딩



아니, 꼭 창업이라는 건 아니고요!









야간 해수욕장 쓰레기





스팸 VS 스팸



‘ ’ 





내가 창의적이지 않으면?





다행히?도 덕후의 시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생각을 바꾸면 스님에게도 빗을 팔 수 있다.
창의력도 그렇다.

배우고 노력하면 창의력도 키워진다.



!



Horizon 1: Product line extensions

Horizon 2: Disruptive solutions
(but not necessarily new technology)

Horizon 3: Disruptive technologies
(with many potential applications)

혁신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죠?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rizon 1: Product line extensions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rizon 2: Disruptive solutions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rizon 2: Disruptive solutions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rizon 3: Disruptive technologies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혁신
[Innovation]

혁신은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교육의 핵심입니다.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광고



스토리텔링 광고



저제상 스토리텔링 광고



저제상 스토리텔링 광고



기업가정신교육



창업 융합교육, 08프로젝트

콜드브루 커피
모기 스프레이

손 세정제....

마케팅
스토리텔링

유통방법
시장분석

아이디어 상품
지식재산권

수익모델화

플리마켓 운영→넛지!로 연결

안공인큐베이팅

MVP,
시제품

리코타 치즈
먹는물병 오호

탄산수....

실리카 겔
화학 비료
손난로....

STEP 1.
08, 팔 수 있는

실습결과물

STEP 2.
기업가정신 기반

창업교육

STEP 3.
실전

창업교육



개척가,
기업가정신

창업,
창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창업교육을 기업가정신교육의 도구로 활용









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와 변화와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을 위한 훌륭한 도구 창업교육

이 바로 08프로젝트



디자인씽킹 기반 사회적기업가정신교육 [넛지!]

STEP 1.
문제 발견

STEP 2.
넛지효과 적용

STEP 3.
자본금 마련

STEP 4.
설치와 피드백

넛지(Nudge)효과 사례조사
학교의 문제 발견

기초제도, 미술교과, 진로
넛지 아이디어 도면 작도

설치물 제작을 위한자본금?
08프로젝트 생산물을 팔아서 벌자!

만들고, 설치하고
관찰하고, 수정하고 넛지넛지!







아까 보셨죠?



Design Thinking + 넛지효과

공감하기 문제정의 아이디어 시제품 테스트

배워보기
발견하기

정의하기
적용하기
설계하기

자금 마련하기
제작하기

관찰하기
돌아가기











문제해결 협업능력

세상을 보는
다양한시각

창의력 공감

실행력

넛지
(Nudge)



공감능력을 협업능력으로,

사회문제발견에서 문제해결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체득하기 위한

디자인씽킹 기반의 훈련, 프로젝트 넛지!



팔 수 있는 실습결과물 창업수업으로 연계

설치물 도면 제작! 설치 → 문제해결

플리마켓

08프로젝트

넛지!



방과 후 실전 창업교육 [안공인큐베이팅]

회차 교육내용 시간

1 나를 돌아보고 Sweet spot 찾기 3

2 팀 구성: 나의 동지 찾기 2

3 아이덴티티와 비전 2

4 기업가정신과 창업 2

5 공감과 디자인씽킹 2

6 디자인씽킹 문제해결 3

7 공감과 협업 3

8 골드버그 메이커 4

9 창의적 사고 3

10 SCAMPER기법 배우기 3

11 고객설정과 needs, wants 파악 2

12 수익모델 배우기 2

13 수익모델 수립하기 3

14 수익모델 검증 2

15 스토리텔링 마케팅 2

16 투자, IR 2

17 재무와 지식재산권 맛보기 2

18 최종 발표 및 공유 3

합계 45



- 활동주제: 안전하고 놀기 좋은 우리동네

- 대상: 동백단, 동네 초등학교 3학년 6~10명

- 시간: 9회, 각 3시간(매월 2,4째주 토요일)

- 기대효과: 나 보다 ‘우리’, 양보와 협동, 존중, 업사이클링

‘사회적’인간으로 성장→사회적기업가정신의 기반

우리동네 푸르딩딩





차시 활동주제 시간 활동내용 비고

1

우리동네 지도탐험 30분
우리동네(아파트 단지) 지도를 보고 내가 아는 곳과 지도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내용

우리동네 문제발견 90분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고 우리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각자 문제점을
2개씩 찾아 메모해 온다.

포스트잇

이문제는 어때? 60분
각자 찾아온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더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결정해 준다. 6명에 대해 모두 진행한다.

친구들의 의견에
따른다

2

원인에 뭐에요? -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자기가 찾은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본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온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합시다 60분
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한다.
(해결방법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

비난하지 않는다

3-8 동네를 바꿔요 각 120분
한 주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치물 설치, 캠패인 등을 실시한다.
(설치물 제작 시 분리수거장소의 재활용품을 활용하면..)

업사이클링 콜라보

9

우리동네 어때요? -
문제해결 전/후에 대한 내용을 전단지형태로 만들어 각 동 입구에 붙여
놓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핀다.

상 받아요 - 반짝반짝상(아이디어), 멋쨍이상(협동), 북극곰상(업사이클링) 등등 모두가 수상!

우리동네 푸르딩딩



기업가정신 체험활동



행사명 주요내용 시기

비즈풍

지역사회 또는 유명 상권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젠트리피케
이션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
는 기업가정신 테마 소풍.

5월

기업가정신
교내 공모전

연 5회 창업아이템, 기업가정
신 발휘활동, 마케팅, 독서 등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교내
대회 개최. 기업가정신/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연중 5회

기업가정신
수학여행

4차산업혁명시대에 거꾸로 1
차산업의 농촌 스타트업 회사
를 견학하고 농촌문제 해결 방
법을 고민하는 수학여행.

9월

전공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 아이템을 전공지
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하여
전공능력 향상과 함께 기술창
업의 기반을 다짐.

연중

학교행사를 기업가정신 테마로



비즈풍: 기업가정신 테마소풍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시장조사 & 공유

잘 되는 곳 VS 잘 안되는 곳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나름의 이유와 냉철한 분석



비즈풍: 기업가정신 테마소풍



기업가정신 공모전

괴짜기술왕

동네의영웅

안공판매왕

창업독서왕

생활의발견









창업동아리



일정 활동내용 비고

3월 동아리 선정 발표회 도서관

3월 창업동아리 체험교실 운영 시작 중학생 대상

4월 새싹기업, Be the CEO’s등 창업대회 참가

5,6월 SCAMPER와 PMI기법을 통한 문제발견, 해결 방법 배우기 베네핏 교육

7월 경기연합 비즈쿨캠프 등 창업캠프 참가

8월 앙트너 1박2일 캠프 참가

9월 메가쇼 2018 시즌1(킨텍스) 참관 및 분석 킨텍스

10월 졸업생 청년 스타트업 CEO 특강 (감성제작소 이성엽) 화학분석실

10월 2018 한국국제아트페어(코엑스) 참관 및 분석 코엑스

11월 비즈쿨 비즈마켓 운영 교내

12월 동아리 평가회 킨텍스

창업동아리 선정 발표회(6월)

지역행사 및 페스티벌 부스운영

창업동아리 체험교실 운영(동아리 차원)

졸업생 창업자 멘토링 운영

동아리 운영결과 발표회(12월)

연간 활동

창업동아리 운영



내가 좋아(잘)하는 것으로 돈을 번다!?

진로탐색의 시작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재능으로 수익을 내는 개꿀띵!!

집에 할머니가!! →손마사지

보드게임을 좋아하면→보드게임 부스



수업활동과 연계한 창업동아리 활동.

1. 학교생활의 연속성 확보.

2. 수업활동 동기부여.

3. 더... 있겠...죠?ㅋㅋㅋ

교과연계 창업동아리 아이템



판매와체험
교과연계창업동아리(플라보노이드, 우유치즈.. →실험실창업, 텃밭)
그림그려주기등재능이곧돈이되는상황

판매 < 체험





팀 구성 문제발견 Ideation 고객설정
수익모델
마케팅

협업 = 사회생활

머리 속 생각의 구체화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

창업체험 ≈ 인생체험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42명

27명

선:도(善導) 기업가정신 캠프





정규교과+기업가정신교육









+

화학시간에 만드는 저세상 라면

컵라면 K+ 풍부한 식품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한국사 시간에 생각하는 박쥐같은 판매왕

교육목적: 공감능력 자극

수업내용: 개화파와 척사파 양쪽에 신발을 팔아보자!

중점사항: 각각의 needs가 어떻게 다른가?

개화파의 needs? 척사파의 필요?



수학시간에 생각하는 log의 기원

교육목적: 자아발견

수업내용: 무엇을 좋아하고 잘 했길래 log를 생각해 냈을까?

중점사항: 잘하는 것→아이디어 사례

존 네이피어, 1550~1617



영어시간에 small talk로 넛지 이야기를

교육목적: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수업내용: 넛지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small talk로

중점사항: 관찰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2교시: 취향과 공감의 ‘아무거나’ 메이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업능력

창의력 실행력 도전정신 공감능력

기회발견

문제해결



아무고등학교
조뿅뿅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것’?

(0~100)
오늘의 에너지

가르치는 과목
(또는 하시는 일)

오늘 이곳에 온 목적



취향과 공감



상대방에게 억지로라도 공감 해보기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인화

감정과 느낌을 시각화 하는 연습

공감과 사회적 인간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고 싶니?

보거나 사용할 때 마다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디자인이면 좋겠어.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구나?
알겠어! 최선을 다 해 볼 께!!!

타인의 취향을 받아들이기=공감



타인의 취향을 받아들이기=공감



활동지 선택사항

1. 촉촉함: 히아루론산 양
(상: 1/2* ~ 하: 조금ㅋ)

2. 향: 4개 중 선택

A – 아쿠아키스
B – 청포도
C – 레몬
D - 티트리

3. 디자인: 상대방 머리 속

기분을 그림으로 시각화



향 선택

섞어!!! 無

청포도아쿠아키스

티트리

레몬



물비누 베이스 1/2
(크고 불투명한)

증류수1/1
(크고 투명)

향 에센스 택1
(A, B, C, D)

히아루론산 양 조절
(오리 뚜껑 중 점성 있는)

1,2 헥산디올 1/2
(오리 뚜껑 중 더 묽은)





물비누베이스: ½병

증류수: 1병

히아루론산(선택)
촉촉: ½병 기준으로 조절

1,2헥산디올: ½병

향 에센셜: (선택)
(아쿠아키스, 청포도, 레몬, 티트리)

& 디자인



3교시: 아산 티처프러너 결과물 공유



5명 교사의 색깔을 살린 커리큘럼

확실한 이론과 ‘해보기나 했어?’의 실현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Bricolage



기업가정신무인도1

조난,
너와 나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다름 인정하기

2

생존을 위한
공감과 협업

협업과 공감을 위한

골드버그장치 메이커활동
3

삶을 위한
문제해결

디자인씽킹 기반

문제해결 프로젝트

4

모두를 위한
사업화

모두(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5

탈출,
돌아보기

글쓰기를 통한

돌아보기와 랩업(Wrap-up)





창고에 모인 돈 없는 청년들

빈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다

회사 설립

점점 수익이 쌓이고

이제 세계 최대 호텔체인











한 사람이 모든 조에 한 표 씩 투척

재미, 홍보효과, 이야기 완성도 중 하나만

모든 조의 스티커 개수가 같음!!!



준비물



재미

홍보성

이야기 완성도

1. 전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2. 하단에 요렇게 평가를 위한 항목을 만들어주세요.



1. 전지 가운데에 아이템
(000)을 써 주세요.

2. 각자 가운데 아이템으로부터
12개의 단어를 연상합니다.

3. 각자 주사위 2개를 굴려 나온 수의
합에 해당하는 단어를 뽑습니다.

4. 전지 상단에 뽑은 단어들을
나열하여 붙입니다.



요렇게



1. 단어가 붙은 순서대로,
2.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3. (주제)를 광고하는 콘티를!





문제발견: 어떤 이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창의성: 어떤 부분을 차별화 화여 아이템을 만들었는가?

위험감수성: 창업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위기와 기회.

독립성: 나만의 사업으로 자리잡기 까지.

부의 실현: 사업 성장과 성공.

사회적 책임: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



기업가정신교육철학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과정에서 오는 우연과 기회, 배움





BC/AC

New Normal

Untact...

From COVID-19



The Magic of Airbnb Experiences

From the Comfort of Your Home



위생 손: Hygiene Hand



1.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2.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해보기

3. 이것이 결국 기업가정신!

세줄 요약

※ 이 내용은 조대범 개인의 견해이며 아산나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끝
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