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트렌드

김하늬, 유쓰망고 대표



해? vs.  말아?



망설이지 말고, Go!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플랫폼



_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세상

_
어디든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 조성

vision

mission









코로나19 BC vs AC

사회적 변화

1. 변화하는 일의 지형 (일자리 종류, 일의 형태)

2. De-centralized

3. 높은 연대감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코로나19시대, 변화하는 일의 지형

미국실업수당청구건수추이 (단위: 만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이동

유통: 세븐일레븐, 아마존, 월마트, 홀푸드
헬스케어및바이오: 제넨텍(바이오), HCA헬스케어
AI: 환자치료, 신약개발, 바이러스확산방지, 이러닝
(2020년 AI 지출은 2019년대비 25% 증가한 585억달러)

출처:더밀크 26호



진로 탄력성



대학의 변화



"애플, 구글, 넷플릭스, 
4년제 대학 졸업장 안본다. 
앞으로 산업계 추세가 될듯" 

- 2019년 4월 11일자 비지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기사





미국 교육의 구조적 변화

• 7천만 K-12 학습자들이리모트러닝에내몰리게됨

•대안교육, 온라인고등교육으로의전환

(올가을학기에 10-15%의학생수감소예상)

•홈스쿨링, 버츄얼스쿨, 마이크로스쿨모델의출현

•표준화된시험의종말, 개별화된배움의시작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변화

1. 변화하는 일의 지형 (일자리 종류, 일의 형태)

2. De-centralized

3. 높은 연대감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교육 환경의 변화

1. 진로상상력

2. 개별화 배움

3. 문제 해결력, 협력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 요소

Choice
선택권

Authenticity
실제성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
Real-world Learning



리얼 월드 러닝

Real-world Learning(RWL),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
복잡하고실질적이며상호연결되어있는실세상을통해

개인의관심사를찾아가는모든배움의형태.
나를포함한사회의다양한이슈를파악하고, 

지식을적용해탐구하고, 행동하는과정전반을일컫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얼 월드 러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데로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리얼 월드 러닝의 종류

프로젝트수업

개인탐구프로젝트

봉사활동

현장체험

인턴십

지역커뮤니티활동

팀프로젝트

여행

어른들에게전수받는
삶의노하우

| 주제 중심
나와연관있거나실제세상에서
일어나고있는주제를통한배움

| 역량 중심
실제세상에서필요한스킬을
기를수있는배움

| 장소 중심
현장에직접가보거나
일경험을통한배움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
Real-world Learning

1. 주제 중심 (선택권)



High Tech High Chula Vista 시니어 학생 두 명이 만든 수업, Ethnic Studies course
Ana Almaida Ammaral (좌) Izadora McGawley (우)

학생이 개설하는 수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고등학생이만든 ‘nCOV’
https://ncov2019.live

중학생 두 명이 만든 ‘코로나 나우’
https://coronanow.kr



쉬는 시간



1995

“배움의 중심에 학생을 놓자!”

Putting students at the center of their own learning



개별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디자인 원리

첫째, 배움은 각 학생의 관심사와 목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실생활(real-world)에 존재하는

장소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능력은 그들의 실제 수행 능력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교사-학생과의
사회적 관계

학교에 참여

학생에 대한
기대



“우리는 공교육의 변화를 원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20년 전에 혁신을 이뤄

냈습니다.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만들어 내는게

중요합니다.”

- 메트스쿨 공동 설립자, 엘리엇 와셔





메트 스쿨, 빅 픽처 러닝 모델

• 1명어드바이저당 14-18명의학생그룹

• 4년내내같은어드바이저

• 4년내내인턴십 + 개인프로젝트

• 졸업반때시니어프로젝트

• 어드바이저, 멘토, 학부모, 학생과함께 “학습계획” 세우기

• 5가지 학업 성취 목표에따라개별화된 교과과정구성

• 인턴십활동을하면서개별 프로젝트 기획, 개발

어드바이저리(Advisory) 인턴십



9학년: 교실 공간 배치 계획, 
암 연구, 운동 장비 수집

10학년: 필라델피아로 여행
계획 세우기, 이빨이 카페인에
이가 얼마나 썩는지 실험, 
패션쇼 프레인스토밍

11학년: 패션쇼, 웰니스 플랜, 
학교 헌혈 캠페인

9학년: 노숙인 분들을 위한
뜨개질 교육, 풍력 발전 실험

10학년: 학교 헌혈 캠페인, 
플라스틱 오염 비디오 제작

11학년: 돼지 심장 해부, 
항바이러스 연구

메그 보쉼(Meg Boshm) 자스민 두(Jasmine Do)

“학교 설명회에 갔다가 인턴십 등 다양한 기회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 학기가 시작하고 막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사실 무섭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점점 더 제가 원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 쟈스민

4년 내내 프로젝트: 메트스쿨

관심사 기반의 프로젝트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해요.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 메그





나의 관심사를 비지니스로

1. E 101
18시간짜리기업가정신마인드셋교육. 모든신입생
(9학년)을대상으로함. 120명을 30명씩나눠서일주일에
2시간씩 2번, 4주반동안진행.

2. E 360
일년내내진행되는 90시간짜리코스. 희망자대상. 현재
36명참여. 대학교수준의수업. 초기투자를위한
프레젠테이션준비.

3.E 벤처 (E VENTURES)
E 360과정을통해투자를받았거나, 받고싶을경우선택
수강. 투자를받으면실제운영을해야함. 매주진행되는
워크샵과 1:1 멘토제공. 현재 7명의학생이진행중.

4. E 리그 (E LEAGUE)
1년간성공적으로비즈니스를운영하고, 전년도에최소
백만원의수익을벌었으면멘토가됨. 현재 3명의학생이
E 리그에포함.

- 15세의키건본즈해르몬(Keegan Bonds-Harmon)
- '뉴잉글랜드청소년앙터프러너십대회’에서

2만명의지원자들을뚫고우승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
Real-world Learning

2. 장소 중심 (실제성)



1. 다빈치 스쿨





간간간간

프로젝트 피치 패널:

교사들이 외부 파트너 앞에서 한 학기 교과과정(프로젝트 주제)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



Boeing(항공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스페셜리스트,
Northrop Grumman(항공회사)의 매니저,
Belkin International(전자기기/악세서리 회사)의 HR 담당 부회장,
Deutsche(광고 디자인 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Go Stellar(디지털 디자인회사)의 UX 디렉터,
ReStore(해비타트 펀드레이징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담당자,
Quest Nutrition(에너지바 식품 회사)의 HR 디렉터







Industry Engagement Options
SMALL ASKS

회사 탐방

초청 강사

프로젝트 피치 패널

모의 면접

교사 현장 연수

BIG ASKS

학생 프로젝트 협력

인턴십

장기 프로젝트 협력

재정적 지원

<



학생들을 회사로 초대하기

회사 투어
: 학생들이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함

일 경험/봉사활동
: 학교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이 무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워크숍
: 학생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회사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주제로 가르침

직업 체험 (일일 혹은 다회차)

인턴십 (유급 또는 무급)

Deutsch advertising agency 
workshop for DVX students about 
how to be a professional in the 
creative world



2. 카우프만 재단(캔자스)

• 일경험

• 대학학점연계

• 지역회사가인정하는자격학점

• 기업가정신발휘경험



3. 빅 픽처 러닝 스쿨

인턴십을통한학습 (Learning through Internship, LTI)

회사를학교로만들기:



3. ‘업무’를 넘어 ‘역량’으로



약한 연결(Weak Ties)의 중요성

Relationships

Weak Ties

Strong Ties
care, resources

new information, 
opportunities

ü 높은 학업 성취

ü 학업 중단률 내려감

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어른

ü 사회적 자본 저축



멘토풀 만들기

https://impact.career/career/101

https://impact.career/career/101?fbclid=IwAR1jFvy-3kOECmb-B15XhMmUB62YJjEFMkH34m-Wi2rUUUz6vRlrOqDW904


고등인턴



고등인턴



1. 학생의 관심사에서 시작하기

2. 학교 주변의 회사/기관/단체 먼저 파악하기

3. 외부 파트너와 학교 간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디자인하기 -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4. 기업 파트너들이 진행중인 프로젝트 파악하기

5. 프로젝트 기획부터 발표까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 열어놓기

6. 관객을 염두에 둔 배움 Exhibition of Learning

7. 교사들부터 리얼 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현장 연수

8.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만들기

9. 가능한 한 많은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적 자본 늘려주기

10.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Real-world Learning 적용 꿀팁



Q&A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리얼 월드 러닝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J



유쓰망고가
개발에
참여한
콘텐츠



yeep.kr

• 5가지 주제: 
문화콘텐츠(지역문화),
생활(공간혁신),
환경(미세먼지), 
IT(AI), 
패션(APP)

• 워크북, 교안, 동영상 활용 자료 제공

- 교안에는 과목별 활용 예시 포함,
교사용 PPT 제공

•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공통활용시트,  
지면자료 등 제공





달콤한 안전지대, 망고나무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쓰망고와 함께 하는 방법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thmango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mango

유튜브 http://bit.ly/YouthMango

망고레터 구독! http://bit.ly/MangoLetter

블로그에서

가이드북, 스토리북, 해외 컨퍼런스 탐방 보고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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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