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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 및 배경과 무관하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기회의 형평성(Entrepreneurship for all)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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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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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참가자의 발굴 및 관리, 커리큘럼 구상 등
공동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체 창업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수성을
오히려 차별화하고, 개인이 가진 강점을 창업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창업 공통과정과 심화과정, 글로벌 시장 조사, 창업 인큐베이팅 연계를 통해

 1

창업 전반적 지식과 실무를 입체적으로 체득하게 합니다.



1
 

개인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고착화되지 않고, 팀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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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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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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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4 (수) ~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아이디어 피칭에서부터 최종 발표까지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은 아산상회에서

08. 16 (금)

3일간의 집중 선발캠프(비숙박)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일경제교육, 탈북민 기업 탐방 및 인턴십 연계, 탈북민 창업시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 교육 기간 (주3일·4개월 / 장소: 아산나눔재단 MARU180, TIPS TOWN)
창업지식의 기본기를 학습하고 팀프러너십을 함양합니다.
글로벌
창업기본과정1

08. 28 (수) ~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의사소통하고 논의해가는 과정을 통해

11. 01 (금)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며, 린스타트업의 기본기를

아주대학교의 통일 비전에 기반하여 국제적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는
아산상회의 질적 사례 연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습하게 됩니다.
남북 청년들이 함께 탈북민 정착을 돕는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온은
글로벌
시장조사

11. 02 (토) ~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경험하고 관심 업종의 글로벌 시장조사를 위한

아산상회에서 탈북 청년 창업가의 발굴, 모집, 창업교육 공동 기획, 커뮤니티 운영으로

11. 09 (토)

해외 탐방을 실시합니다.

함께 합니다.

글로벌
창업기본과정2

11. 13 (수) ~

인큐베이팅 및
투자연계

12. 20 (금)

2020년
상반기

관심 창업업종과 관련하여 세부 지식을 학습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강연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다양한 기업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합니다.
구현된 사업 모델은 쇼케이스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기업가적 리더십과 혁신, 비즈니스를 공부하며 유럽공식 학사 학위(LEINN)를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HBM(MTA Korea)은 아산상회에서 전체
창업과정을 공동기획 운영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인큐베이팅을 통해 필요한 자원 및 전문가를
연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

조직 실험, 커뮤니티 디자인, 퍼실리테이션, 미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WEAVE는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해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위켄드, 서울스타트업스 등 다양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이벤트를
주최했으며 아산상회에서 외국 청년 창업가의 발굴, 창업교육과정 공동기획을 담당합니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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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창업의지가 있는 북한이탈 청년, 한국 청년, 외국인 청년
· 다양성에 기반한 글로벌 팀창업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가 및 기창업가

선발인원

· 총 30명 내외

선발일정

참가 지원서 접수

8. 12. (월) 15:00 까지

서류 발표

8. 12. (월) 18:00 예정

선발 캠프

8. 14. (수) ~ 8. 16. (금), 3일 비숙박

최종참가자 발표

8. 21. (수) 18:00 예정

문 의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 E. asansanghoe@asan-nanum.org
· P. 02-74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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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비영리 생태계를 이끌어갈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VISION

MIS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