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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업가정신



• 교육공학 박사

• LET’s Lab (Leading Educational Technologists’ Lab) 대표

• 팟캐스트/유튜브 <미래교육 인사이트> 진행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강의

•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 청소년: 네이버(개발), 아산나눔재단(개발), JA Korea(감수)

- 대학생: 이화여자대학교 WE-UP(개발), 교육경영조직전략(강의)

• 청소년 기업가정신 척도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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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릅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가정신 교육

실천가입니다

주석 작성 > 스탬프로 표현해주세요!



Friedman (2017). 늦어서 고마워 : 가속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낙관주의자의 안내서 (Thank You for Being Late)

기술

우리의
현재 위치

변
화

율
시간 →

우리가 더 빨리 배
우고 현명하게 관
리하는 경우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https://youtu.be/JXUVicZuxZM

https://youtu.be/JXUVicZuxZM


한상근 (2017). 미래의 직업세계를 찾아서 2030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까? http://webzine.ncyok.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

10년 뒤 유망 직업 예측

 수직형 식물공장 농부(vertical 
farmer)

 신과학 윤리학자
(new scientist ethicist)

 나노의사(nano-medic)

 멸종동물 복원전문가

 시간 중개업자(time broker)

 기후변화경찰

 생물테크니션

 마인드 리더

 무인운전 경험 디자이너

 아바타 디자이너

http://webzine.ncyok.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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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근 (2017). 미래의 직업세계를 찾아서 2030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까? http://webzine.ncyok.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

정말 그럴까?

http://webzine.ncyok.or.kr/bbs/board.php?bo_table=b1&wr_id=7


Steve Jobs

1983년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5분 만에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에 든 대단한 컴퓨터

1984년

마치 상자 안에 작은 사람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방대한 정보를 통해 나를

가이드할 것

Steve Jobs made a bunch of predictions in the 80s and 90s about the future of technology — it turns out he nailed 
it. Business Insider, Lisa Eadicicco and Kif Leswing, Mar. 15, 2019. https://www.businessinsider.com/nine-
predictions-about-the-internet-steve-jobs-nailed-20-years-ago-2016-3



Steve Jobs
2001년 인터뷰 https://youtu.be/cdxl7VWLbAs

10년 뒤의 본인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애플 프로젝트는 길어봐야 3~4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3~4년이 저희가 내다볼 수 있는 한계예요.









KBS1 다큐인사이트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9-0296&program_id=PS-2020029546-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8#share

KBS 다큐인사이트 <개그우먼> 편 (6/18 방송)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9-0296&program_id=PS-2020029546-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8#share


기업가정신이란

제한된 자원과 불확실성,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태도 및 행동 양식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5).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



문제발견 문제해결



브리콜라주 부트스트래핑



대인관계의사소통



도전정신기업가적자신감



위험감수성진취성



Pulizzi, J. (2017). 콘텐츠로 창업하라 (강혜정 역). 서울: 세종서적.

맞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가장 안전한 행보를 취했습니다. 
내가 창업가로 있는 동안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누
구나 인정하는 훌륭하고 똑똑한 교사 친구들은 일자리 유지를 바
라면서 야근은 물론 주말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일했습니
다. 내가 아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건
축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그리고 이외 많은 이들이 가족을 부양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느라 이만저만 고생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많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내가 취한 행보가 가장 위험이 적었다고 봅니다.

Joe Pulizzi



아, 알겠는데요.
저도 애들 하고 싶은 거 응원해주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의욕이 없어요.



https://www.menti.com/

https://www.menti.com/


1. 경험의 폭이 좁아서

2. 나를 바라볼 기회가 없어서

3.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 경험의 폭을 넓히는 교육 설계하기

2. 나를 바라볼 기회 주기

3. 실패내성과 성장마인드셋 기르기



•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등 학습자중심 교육

→ 새로운 이야기가 아님!

→ PBL의 등장은 무려 년

→ 우리가 학습자중심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나? 

1968 (50년도 더 된 이야기)



• EBS 다큐프라임 - [교육대기획] 다시, 학교 1부 - 가르치지 않는 학교

https://youtu.be/DjSEOlV1pZE

https://youtu.be/DjSEOlV1pZE


•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오해들

지식 무용론
주입식 암기 중심에

대한 반성

가르치면 안된다,
무조건 학생이 해야 한다

학습의 실생활 맥락에
대한 강조



윤성혜, 장지은, 김세영 (20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3(4), 839-867.

장지은, 김세영, 윤성혜 (201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정보교육학회논문지, 23(1),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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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장지은, 김세영 (20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3(4), 839-867.



• 학습자중심 수업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 만들어 낸 맥락

혹은 그럴듯한, 실제 있을 법한 맥락을 넘어서서

• 실제 세상의 맥락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결코 실행되지 않고 권고로 끝나는 연구 결과, 
특정 기관에 제출되는 절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보고서,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반복적인
내용의 편지, 극소수의 사람만 보는 인쇄물 등
은 실제적인 프로젝트는 맞지만 실질적인 프

로젝트는 아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2018)



“디지털 시대, 기술 중요한데…한국은 더 좋은 대학 위해 공부만 강요”. 한겨레, 2019. 9.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1129.html?fbclid=IwAR0ax-6LRpGr_NuN8RN3sYs7QgBxOKAG1yR8fTb3ttt8F821El63nWiW_LQ

“현재 어른들이 어렸을 땐 그들에게 권력(power)이 없었어요. 학교
에서 뭐라도 배워야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고, 그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
린 친구들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웹 사이트에 신문을 만들 수
도 있고요. 기술을 활용해 수백만의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것이 지금까지처럼 일정한 시기 동안
배우고 나중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면서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1129.html?fbclid=IwAR0ax-6LRpGr_NuN8RN3sYs7QgBxOKAG1yR8fTb3ttt8F821El63nWiW_LQ


Prensky, M. (2018).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 (허성심 역). 서울: 한문화.

어제와 오늘의 ‘이론 중심‘ 패러다임

아이+교과내용 》 학습 》 ‘더 나은‘ 사람(지적으로) 》 더 나은 세상(언젠가 다가올)

내일의 ‘더 나은 세상 만들기‘ 패러다임

아이+실제 사회문제 》 아이들의 해결방안(+학습) 》 더 나아진 세상(현재) 
》 세상을 바꾸는 역량을 갖춘 사람(영구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395

'졸라'가 '엄청'으로... 고등학생이 만든 기발한 앱

[옆동네 1318] '바른말 키패드' 앱 만든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학생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395


• ‘그럴듯한 문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 볼 수 있는

empowerment 

http://dosomething.org/

실제 세상의 맥락은 학습 동기도 높여준다!

http://dosomething.org/


• OECD Education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7830


• OECD Education 2030

이상은 (2019). OECD 'Education 2030'에나타난학교교육의 미래: 교육형평성의 새로운가능성을탐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9년 3월통권 210호.

새로운 교육목표

• 성공(success)이 아닌 ‘웰빙(well-being)’

• 물질적/경제적 자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
적 연계,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 더 초점

• 누구나가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학생 주체성

•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여 주변의 타인, 사건,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
는 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책임감

• 직업 세계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참여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OECD Education 2030

이상은 (2019). OECD 'Education 2030'에나타난학교교육의 미래: 교육형평성의 새로운가능성을탐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9년 3월통권 210호.

역량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OECD, 2018)



• OECD Education 2030

이상은 (2019). OECD 'Education 2030'에나타난학교교육의 미래: 교육형평성의 새로운가능성을탐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9년 3월통권 210호.

변혁적 역량

•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사회에 학생들이 더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



• OECD Education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Action, 행동
웰빙을 위한 행동

알고 있는 것과 되고자 하는
것 사이의 다리 놓기

Reflection, 성찰
사고력 향상,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함.

Anticipation, 예측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사고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적성
내가 잘하는 것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고 축적하기

- 포트폴리오: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개인이 성취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결

과물들을 보여주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모음

- 학생 포트폴리오

· 교과/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성과를 포괄적으로 기록한 학습 결과물

· 교육적 성과, 지식, 능력, 경험, 성찰을 총합한 산물

→ 내 경험으로부터의 성찰, 이를 통한 자기이해



• 학습 포트폴리오는 좋은 퍼스널 브랜딩 자원!

※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

: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발굴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Schawel, D. (2011). Me 2.0: 나만의 브랜드를 창조하라 (윤동구, 박현준 역). 서울: 한스미디어. 참고하여 재구성

발견 창조 소통 관리

•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 내가 가진 것 중
에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해보기

• 콘텐츠로 만들기

• ex) 포트폴리오

• 콘텐츠 알리기

• ex) 블로그, 팟캐
스트, 유튜브… 

• 평판 관리

• 프라이버시 보호

• 온라인 정보 분실
대비



2.8

https://bestdream.tistory.com/139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가들의
평균 창업 횟수



김아영(2018). 실패는 나의 힘: 성공을 부르는 실패학. 서울: 초이스북.; Kim, A., & Clifford, M. M.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28-43.



Dweck, C.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Y: Ballantine Books.; Farnam Street https://fs.blog/2015/03/carol-dweck-mindset/ 



https://youtu.be/QPytMt7MEu0 참고하여 재구성

수학성적이
떨어진 중1 

학생

학습법에 대해 배움

뇌의 가소성에
대해 배움

학습법에 대해
배움

수학 성적 그대로

절반 이상이 점수 향상

https://youtu.be/QPytMt7MEu0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 여성친화적 교수법 가이드북: 미래 공학인재 역량을 높이는 세 가지 교수법.; Brock, A., & Hundley, H. (2017). The growth mindset playbook: A teacher’s 

guide to promoting student success. Berkeley, CA: Ulysses Press.; Dweck, C. (2013).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sychology press.

역시 이번 시험도 잘 봤구나.

역시 잘 했어. 대단하네!

이런 과제를 정말 잘 하는구나.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 여성친화적 교수법 가이드북: 미래 공학인재 역량을 높이는 세 가지 교수법.; Brock, A., & Hundley, H. (2017). The growth mindset playbook: A teacher’s 

guide to promoting student success. Berkeley, CA: Ulysses Press.; Dweck, C. (2013).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sychology press.

역시 잘 했어. 대단하네!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 여성친화적 교수법 가이드북: 미래 공학인재 역량을 높이는 세 가지 교수법.; Brock, A., & Hundley, H. (2017). The growth mindset playbook: A teacher’s 

guide to promoting student success. Berkeley, CA: Ulysses Press.; Dweck, C. (2013).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sychology press.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 여성친화적 교수법 가이드북: 미래 공학인재 역량을 높이는 세 가지 교수법.



• 마크 프렌스키가 제안하는 “로켓 과학자로서의 교육자“

Prensky, M. (2018). 미래의교육을 설계한다 (허성심 역). 서울: 한문화.

• 오늘날의 아이들은 우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

• 과거에 사용했던 교육 연료를 학생 로켓에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 로켓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외부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
도록 자가 점검, 자가 평가, 자가 교정장치를 장착하자

• 로켓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로 과감하게 탐사를 떠날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