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 없어 매번 신발을 사기가 어렵다면??”

The shoe that grows

기업가정신의 이해



“식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Zero Mass Water



“과일의 보관기간을 늘릴 순 없을까요”

Apeal Sciences

기업가정신의 이해



“식판에 선 하나 그렸을 뿐인데 잔반이 70%나 줄었어요!”

무지개 식판 (계량 식판)

기업가정신의 이해



기업가정신의 이해

주어진 환경에
개의치 않고
기회를 추구함





기업가정신의 이해

주어진 환경에 개의치 않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기 업 가 정 신



기업가정신의 이해

창업대학교 1위로 불리는 미국의 밥슨스쿨의
졸업생중 기업가가 되는 비율은 18% 

취업을 택한 학생은 82%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고 취업한 학생은 어디

서든 주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밥슨스쿨존첸상무이사-



2020, 요즈음의우리는어떤삶을살고있을까요?







• Blue Ocean 과 장기비전을 함께 보는 안목

• “Candoism” 하면서 이룬다.

• “과연 늦은 것이 정말 늦은 것인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고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예





#모험적인 전략, 그리고 혁신 테슬라



#모험적인 전략, 그리고 혁신 테슬라

#특허공개 #슈퍼챠저 #마케팅전략





#음악시장의 혁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위버스 #방시혁 #스타트업창업가



#드론으로 의료물품 배달 ZIPLINE

#AI,머신러닝,드론 #혈액,백신,COVID-19 #15to30



#드론으로 의료물품 배달 ZIPLINE



#2020기업가정신, 그들의 공통점은?



국가별 기업가정신 교육

중국 대학생의 40%
“창업을 하고 싶다.”

한국 대학생의 40%
“공무원이 되고 싶다.”

“창업활동이 바람직한 경력선택이라고
인식되는가”

54개 국가중 49위로 낮은 수준



여성 기창업자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영향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영향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예

체험형 이론형 프로젝트,특별형

• 기업체 방문(견학)

• 현장실습

• CEO와의 만남

• 문제발견

• 해결모델 만들기

• 테스트 하기

• 디자인씽킹

• 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 시뮬레이션

• 기업가정신 사례

• 창업의 개념

• 아이디어 프로그램

• 창업 트렌드,환경이해

• 비즈니스 모델

• 재무,마케팅 이해

및 전략 계획 수립

• 인적자원관리

• 크라우드 펀딩

• 창업경진대회 출전

• 투자 대회 출전

한국형 주입식 교육방식이 아닌, 다각화 된 프로그램 속
작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함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마인드 셋 훈련이 필요.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의이해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역경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
해 내는 힘과 정신으로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
거나 회복 할 수 있는

능력

진로탄력성 이란?

영역 하위요인

자기이해
자기이해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감사하기

미래지향

자기 조절
정서조절

진로자립

적응성

진로유연성

변화수용

도전정신

대인,정보 관계

공감능력

연결성

협력



꿈을찾아가는과정+반드시필요한것

Dream MissionVision

Core
Values

Ability

기업가정신

나만의 기업가정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의 기업가정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도와 꿈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