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만드는

앙트십 아이들



1.짝꿍을 인터뷰합니다.

좋아하는것, 최근에빠져있는관심사등등등

2.짝꿍에게줄 선물을골라봅니다.

예산은 2만원미만,짝꿍에게줄 선물을포스트잇에그려서 선물합니다.



씨앗보부상이 된 변호사

법학과 변호사
창업가

이과생
씨앗보부상

식품영양학과



용기만 앞섰던 첫 번째 창업

웹시대 > 앱시대



우연이 필연이 된 두번째 창업



Vs

즐겁게 일하는 사람









스마트 팩토리 : 아디다스 독일 공장

연 50만 켤레생산, 직원은 10명(기존 600명이 하던일)



기업시속100 마일

세상의 변화와 주체별 대응속도
(앨빈토플러,�『부의 미래』)

정부시속 25 마일

학교시속 10 마일

법제시속 1 마일



열심히 (학교)공부해도 할 일이 없는 아이들

: SKY 인문, 사회계열졸업생취업현황

서울대 ㅣ

고려대 ㅣ

연세대 ㅣ

40.5% 28% 31.5%

52% 26.8% 21.2%

40.9% 33.8% 25.3%

2014년졸업생기준, 교육부 자료

■취업 ■ 미취업 ■ 진학, 입대등



‘딱’ 떨어지는
정답은없습니다만…



경제

기간 1300�~1700 1700�~1900 1900~2000 2000~

생산자원 토지 자본 지식 창업가정신

핵심산업 농업 공업 정보통신 창업

생산 도구의대중화

유통 구조의대중화

새로운 시장의창조

직업의 종말

(테일러 피어슨,�『직업의 종말』)









출처: 2013-03-30 The New York Times

Need a Job? Invent It

직업이 필요한가?
직업을 창조해내자

“



학점이 직업을얻기 위한당신의 능력을

말해주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세상이 관심있는것은

당신이 아는것을 할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배웠는지는 관심이없습니다.

-라즐로보크 (구글인사담당수석부사장)

출처:�2012-02-22� The�New�York�Times

구글이 원하는 인재도



“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 Alan Kay -�



부모님 세대대부분이 경력내내

비교적 안정적인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뭔가를시작하거나,�

역할을 찾을때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합니다.

이제는 다양한아이디어를 실행할 수있는 기업가적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기업가정신은

우리의 문화를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 �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진 시대
누구나 쉽게, 만들고, 팔수 있는 시대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어디서 찾지?

어떻게
만들지?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3d 프린터 크라우드펀딩 SNSMOOC



세계적인 창업열풍



벤처자선회사 만든

인터넷창업가들

벤처자선이란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이 벤처의 투자원칙과 방식에 따라 펼치는 사회참여 활동이다.�

해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 등

성공한 IT�기업인들이 벤처자선을 펼쳤지만 국내에선 처음이다.



"전 독학한 엔지니어예요. 메이커이기도하고, 전자제품에열광하지요. 캘리포니아
롱비치출신이고요. 뭔가를만드는것을 좋아해요. 아빠는자동차 세일즈맨이시고, 
엄마는주부예요. 오랫동안홈스쿨했어요. 2010년에캘리포니아주립대에갔고,

저널리즘을전공했어요"
1992년생파머 러키(Palmer Luckey), 오큘러스공동창업자



기술 창업부터

라이프스타일 창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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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창업생태계

스타일난다

김소희대표

배달의민족

김봉진대표



농산물유통

생생유통김가영대표

축산물유통

정육각김재연대표



유튜브크리에이터

(리얼밸리)ㅌㅇ
노점상소녀,파리가다

아크로밧임재연대표



‘덕후'�신입사원,�

어떻게 10년 만에

사장이 됐나 Click

제주올레

장애인용 안구마우스 eyeCan

직장인이지만

창업가처럼



학점이 직업을얻기 위한당신의 능력을

말해주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세상이 관심있는것은

당신이 아는것을 할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배웠는지는 관심이없습니다.

-라즐로보크 (구글인사담당수석부사장)

출처:�2012-02-22� The�New�York�Times

직장인이지만

창업가처럼



앙트십스쿨실습



앞면)
발견한 문제

뒷면)
해결한기업

해결 방법







문제를해결한기업 개



스티치 픽스

카트리나레이크
CEO



문제를해결한기업 개



문제를해결한기업 개











직업증발시대의

앙트십교육



기술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변화로

직업에 대한개념이 근본적으로달라질 것.

로봇이 대체할수 있는단순 기술보다

창조력과 고도의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

교육·훈련에집중해야 한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

- 신기술로인해향후 5년내 5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

- 2030년까지 20억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다.

(2015�다보스 포럼)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NIA�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방향, 권정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 기계화 대량생산 디지털화 초연결화

사회에

미친 영향

1인당 생산량 증가

기대수명, 부의 증가

지식사회로 전환

기대수명, 부의 증가

제조업 효율성 증대

기술과 정보의 부상

생산의 민주화

권력의 분산

자가생산가능

인재상
기계숙련도가

높은 사람

기초교육(읽기, 수학)이

잘 되어 있는사람

기초교육+

IT기술에 능한사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창조적인 사람

산업혁명과 시대별 인재상



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필요역량

NIA�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방향, 권정민

특징 필요역량

초연결성 비판적 사고능력, 글로벌 시민정신

불확실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역량

인공지능 &

자동화
윤리의식, 창의성,협업능력

빠른 변화 유연성, 적응능력, 다문화역량



법률문서작성챗봇개발

조슈아브로더

바른말키보드

안서형



21세기 교육의 재설계

현재 교육제도와평가방식은 아이들에게

이미 끝난전쟁에서 이기는법을 가르치고있다

교육을 21세기에맞게재설계할 수있다면

아이들이 기회를감지하고, 과감히 도전하고,

정답이 없는모호한 문제에대한

해법을 찾을수 있도록해야 한다.

- 찰스 리드 비터



과거 교육은 단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모호한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찾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다.

- 찰스 파델 외, 『 4차원 교육4차원 미래역량 』

21세기 교육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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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미래학교 모델

기업가정신
(Entrepreneurial�Mindset)

선견지명 (Foresight)

낙관주의 (Optimism)

용기 (Courage)

체육 예술

비판적사고
(Critical�Thinking)

정련된 마인드 (Disciplined�Mind)

종합하는 마인드 (Synthesizing�Mind)

배려하는사고
(Caring�Thinking)

윤리적 마인드 (Ethical�Mind)

존중하는 마인드(Respectful�Mind)

창의적사고
(Creative�Thinking)

창의적 마인드 (Creating�Mind)

출처 : Chung�et�al.�(2017)�p.395



Externship

Internship

Startup�Project

Project�Based�

Learning

REAL WORLD
LEARNING



앙트십인재는
기회를발견하고
과감히도전하고
문제를함께해결



앙트십은
청소년 &청년: 내길을찾아가는힘
사회인: 자본주의사회에서나를지키는힘
기업가: 혁신을만드는힘



1.������자기주도성,창의성, 비판적사고능력을

종합한마인드셋교육

2.������예측이어려운미래를대비하는데필요한역량

3.������(창업가가되기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개척하는삶을살아가기위한마인드셋교육

4.������실제세계의문제해결, 협력적학습, 융합교육,

유연성훈련과정등을포함

5.������기존 교과목과결합해운영하거나,

동아리, 방과후수업을통해운영

앙트십교육은



앙트십인재로성장하려면
1. 배우는습관
2. 해내는연습
3. 함께의경험



좋은운동은신체근육을만들고

좋은독서는생각근육을만들고

좋은실패는생존근육을만든다



문제해결 만원 프로젝트



문제해결 앙트십 프로젝트



앙트십스쿨



스타트업인턴즈



모두가 성장하는 앙트십스쿨

영파여자고등학교

이민주 학생

삼괴고등학교

오일환 선생님

앙트십코치

엄미송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교육 효과

고등학교 실험/통제집단 교정후 비교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효과성 검증, 김도현 외, 국민대, 2017

(p-value가 0.05이하일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실험결과가 효과있음을 나타낸다)



엄빠가 함께 하는
우리집 앙트십스쿨



지금도 제일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게

나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뜯어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구분해서.�

노래?�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말하는 거?�잘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뜯어보니 잘 하던 게,�

외국 친구들이랑 한국 레스토랑에 가면

친구들에게 음식 스토리텔링을 해줬어요.

미치도록 좋아하더라고요.

파전,�막걸리,�삼겹살,�소주,�떡볶이,�순대 …

설명하고 만들어주는 걸 엄청 잘했어요.

- 한국음식 컨설턴트 안태양

앙트십으로

내 길찾기



좋아하는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내일

잘하는 필요한



사이좋게지내며관찰하기

다양한경험 (제공)지지하기

스스로해낼때까지기다리기



1-1. 매일 ‘나를위한시간’갖기

나를 위한 시간이생기면

좋아하는 일을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은오랜 시간 지속하게되고

오래 하다 보면해당 분야를 잘 알게되고

새로운 길이열린다.



1-2. 나만의기준으로선택하는연습

남들이 좋다는것 말고

내 맘이 원하는것을 선택하고,�해보는 연습



2. 배우는 습관





3. 해내는 연습: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네일아트가좋다면?�네일아트기술

여행이 좋다면?�지인을 위한여행기획&가이드

쇼핑이 좋다면?�판매하는 경험(ex.아름다운가게)

만화가 좋다면?�만화 그리기,�작품 판매하기등





네일아트가좋다면? 네일아트기술익히기
여행이좋다면?지인들을위한여행기획 &가이드
쇼핑이좋다면?판매하는경험 (ex- 아름다운가게)
만화가좋다면?작품판매하기등



4. 함께하는 마음

현재 
이미지
를 표
시할 



앙트십스쿨 : http://entshipschool.com/

앙트십코리아 : http://entship.kr/

메이커교육실천 : http://www.makered.or.kr/

디랩 : http://www.daddyslab.com/

엔트리: https://playentry.org

칸아카데미: https://ko.khanacademy.org/

코드오알지:�https://code.org/

생활코딩: https://opentutorials.org/course/1



앙트십자료 공유

▶�카카오플러스친구 ‘앙트십스쿨’
등록

앙트십스쿨플러스친구
홈 QR코드

▶�교사연수강의안다운로드신청하기
설문을작성하시면메일로강의안을

보내드립니다.

강의안신청링크
https://goo.gl/forms
/7ZAnNPofSkuMIcnp

1

▶�채팅하기탭누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