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문제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기업가정신 교육



100세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평생학습 스케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장기억이 남는 배움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학교에서의배움은 미래를 위한연습 vs. 실제적인 실천

교사는세상의 변화에얼마나 민감하게반응하는가?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과생각나누기

세상의변화이해하기

(앱제너레이션)

- 세계 10대기업카드 게임

- 세대별히트상품의변화

기업가정신교육수업디자인

- 비즈니스캔버스모델

- 스타트업기업분석경연대회

- 디자인씽킹아이디어툴킷

기업가정신교육경험나누기

- 2012~2020 사례공유

-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된

소중한제자들의이야기

Learning Experience 

Designer

- 성장과배움

- 새로운여행스케줄만들기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설계(티처프러너 1기과정)

앱제네레이션의 이해

1차시:

앱과함께하는 24시간

기술의 발달과기업의 변화

2차시:

세계 10대기업의변화

(세대별소비패턴)

창의적 문제해결 기업 분석

3차시:

기회발견문제해결카드

비즈니스모델분석

공감에기반한창의적 제품

만들기

4차시:

아이디어구체화하기



빅스비

유튜브

코레일톡

티머니카카오맵

카카오뱅크

카카오톡(24hr)
타임블록(24hr)
삼성헬스(24hr)
삼성페이(24hr)

스마트커넥트(24hr)

위메프

클래스룸

트리플

유튜브

튜터링

전기저금통

캠스캐너

잔디



핀번호 숫자 입력



시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심소비층 산업화세대 베이비부머세대 386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제조상품

비내구재

모나미 153볼펜, 박카스

칠성사이다, 새우깡

우황청심원, 이명래고약

쭈쭈바, 초코파이

부라보콘, 하이타이

해표식용유

다시다, 동원참치

모닝글로리(문구). 맥콜

불티나라이터, 신라면

머드팩, 비락 식혜

죽염치약, 참나무통 맑은소주

컨디션, 풀무원다이어트

하이트맥주

막걸리

내구재

에이스침대

여로(연속극)

로봇태권브이(만화영화)

쏘나타

이랜드

귀뚜라미보일러

봉고(승합차)

공기방울세탁기, 김장독냉장고

애니콜, 인버터램프

아싸노래방, 피코플러스원 TV

닉스청바지, 보디가드내의

스마트폰

웰빙상품

내비게이션

아이폰

스마트폰

전기차

서비스상품

아래아한글(S/W)

외인구단(만화)

조용필(음반)

에버랜드, 태백산맥(소설)

차세대종합통장, 서편제

모래시계(연속극)

서태지와아이들(음반)

월드컵, 싸이월드

소셜미디어, 신용카드

하이패스, 김연아

유튜브, 카카오톡

구글, 비트코인

페이스북, 타다, 5G

<자료: 삼성경제연구소(1997), 한국의역대히트상품, 한경비즈니스 2020.01.07.>



터키의 스마트 컨테이너

<자료: 유튜브채널아이디어고릴라>



자원 핵심

문제

어디에서수익이 발생할까요?
3

어떤 방법으로문제를 해결했나요?
2

어떤 문제를해결 했나요?
1

누가 주로 이용하게될까요?

5

문제해결에는어떤 자원이 이용되었나요?
4 이 해결책의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6

쓰레기 분리 수거

스마트 컨테이너

재활용품매각

교통카드, 컨테이너 설치 비용 등

일반 시민 및 학생

경제적 유인의 적절한활용



자료: 한장으로끝내는 비즈니스모델 100(곤도데쓰로)







다양한유형의고객페르소나제시



구현해야할제품요구 조건1



구현해야할제품요구 조건2



구체적으로 구현해야할제품



1번카드: 사람카드 2번카드: 특성카드 3번카드: 특성 카드

4번카드: 제품카드

공부에지친학생

가방

친환경적이고 위로가되는

공감성 적합성

독창성

사람카드 16장

특성카드 16장

특성카드 16장

제품카드 16장

영역별로 1장씩카드 뽑고 진행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걷지 못하는 유아 귀엽고 친구같은 세탁기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설명

세탁기를 돌릴 때 노래가 나와서 유아가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곡선의 세탁기에 쿠션을 커버처럼 둘러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다. 유아가
좋아하는만화캐릭터를 세탁기 측면 유리에 디자인하여귀엽고 친구같은 특성을 부각시켰다.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겁이많은 군인을위한 신선하고 환상적인 가방

dd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설명

가방표면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들의 사진을 인쇄함으로 일반사진처럼 잃어버릴 확률이 적고 군인용 가방 특성상 비교적 큼으로 안았을때 실
제 그 사람을 안고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킴, 섬광과 SOS 불빛이 나오는 후레쉬로 적의 시야를 방해, 생존위험의 상황에서 먼곳까지 SOS불빛
보내기 가능, 레이스업 스트링이 천주교의 묵주나 팔찌로 만듬으로써 기본 묵주보다 잃어버리지않음과 동시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과
안도감을 줄수있음, 찍찍이 형태의 태극기로 다른 나라군인도 교체하여 사용 가능,가방끈에는 투명막 형태의 주머니로 안에 가족사진과 편지는
보관 가능해 손쉽고 안전하게 언제든 볼수있음, 옆에는 녹음기 형태의 장치로써 미리 녹음해놓은 가족들의 목소리나 절대 잊지말아야할것들을
기록하여언제든재생가능, 가방맨밑에있는 덮개로언제든원할때 사람의얼굴을가릴수있고비가오거나눈이 올때가방 보호가능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시각장애를가진작가 신선하고 마법같은 텀블러

아이디어스케치

아이디어설명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공부에지친학생 매력적이고 흥분시키는 신발

아이디어설명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부끄럼많은정치인 친환경적이고 친구같은 스마트폰

아이디어스케치

아이디어설명



대상(고객) 특성1 특성2 제품(서비스)

열정이과도한교사 실용적이고 위로가되는 드레스

아이디어스케치

아이디어설명





자료: NGLC(2017), Visual Summary of the MyWays Student Success Series, p.18. 재구성



더존 IT(빅데이터 기업) 탐방 게임기획자가 된 프로게이머

5달러 프로젝트 수익금 연탄봉사 빅데이터 전문가와의 만남



중고물품 경매 지역생산 농산물 판매

미래 정보통신 기술 체험 팹랩 3D 프린터 실습



테슬라 자율주행차 시승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와의 만남

체인지메이커 활동 뉴스 보도 사회적 기업 분석 보고 대회



임팩트투자자와의 만남
공유 경제 기업가와의 만남

협동조합 강연
아름다운 가게 봉사 활동



청소년 창업스쿨
특허 출원

초등학교 사회적 경제 교육 3D 프린터 활용 실전 창업 강좌



한국은행 방문 강좌 수강
파이낸셜 빌리지 체험

소셜 임팩트 투자 참여 강원지역 5일장활성화 프로젝트



구분 강연 탐방 실행 보고서 사회참여 자연친화

활동

송길영(빅데이터)

오연호(협동조합)

강원국(글쓰기)

전홍구(데이터분석)

한상엽(소셜임팩트투자)

강남구(청년창업)

박신영(게임제작)

정경선(사회적기업)

윤홍조(사회적기업)

이혜영(사회적기업)

한국은행

파이낸셜빌리지

성수동사회적기업

테슬라

더존 IT

삼각산고학교협동조합

서울혁신파크

금병초협동조합

서울공유경제를만나다

한양대사회혁신센터

사회적기업물품판매

임시매점운영

지역복숭아대행판매

한우한마리판매

5달러프로젝트

중고물품경매

미끄럼방지접시특허 출원

휴대용 빔 프로젝터발명

임팩트투자체험

JA KOREA 대회

기업분석보고서(매년)

트렌드분석보고서(매년)

사업계획서경연대회(매년)

미래기술과산업보고서

전인인사이트

강원도 5일장조사

기본소득게임제작

빅데이터활용아이디어

아름다운가게마케팅방안

체인지메이커활동

아름다운가게봉사

춘천사회적경제한마당

사회적경제교육멘토링

연탄기부및 배달 봉사

지리산종주

한강자전거종주

춘천분지 종주

하계아웃도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있었던 전인플러스학생활동 중에서최대한기억을되살려기록함



❖ 판매수량 : 총273팩

❖ 판매금액 : \7,572,000

❖ 판매원가 : 1+등급한우 660만원, 포장및 배송 \829,520

❖판매수량 : 총 178박스

❖판매금액 : \4,102,000

❖판매원가 : \3,926,000





역량

시간
작은 성취

큰 성취

Tipping point

Tipping point

Professional Level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준

Competent Level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매뉴얼대로
문제를 자연스럽게해결하는수준

Universal Level

한 사회에 보편화된 도구적 지식을 습득한
수준

공유, 협력, 진정성으로도달 가능
(선택의기회 부여, 실생활과의연관성)

평가: SHOW & TELL(성장보고서)

엉덩이 무게와 고급진멘토링으로도달 가능
(학습스타일에맞는 효율적인학습방법)

평가: 표준화된시험

흥미와약간의창의성으로도달 가능
(학습참여의기회 제공)

평가: 단순화된지식의양 평가

자료: SEF 2019, 이민석(국민대소프트웨어융합학부) 교수 발표자료에서아이디어를얻어재구성

재미의 구름(전문가와의만남, 체험활동 등)

Deeper Learning Curve

개념 설계자: “문제의속성자체를새롭게 정의하고창의적으로해법의방향을제시하는역량“(축적의시간중에서인용)

숙련공: 실패하지않기위해 성공한사례를그대로
복제만반복하는경우개념 설계의단계까지갈 수 없다.

단순 진도나가기

Show & Tell
뭘할 수있게되었는지알기
아직 해결하지않은 문제알기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