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비영리 생태계를 이끌어갈 사회혁신가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VI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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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

기업가정신 레 고
CONTACT US

www.asan-nanum.org
www.facebook.com/TheAsanNanum
blog.naver.com/asan_nanum

Let’s Go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여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인 학부모와 선생님,
즐겁게 기업가정신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학생들까지!
아산나눔재단이 모두를 위해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창의성,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워 줄
기업가정신 레츠고(Let’s Go)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기간

츠

기업가정신 레 고

Let’s Go

교육 일정

2018. 08. 20 ~ 11. 29

대상

* 교육 세부 일정은 옆면 참조

일정

주제

08. 20(월) 14:00
초등
교사

장소
아산나눔재단 교육장

모두가 행복한
기업가정신

08. 21(화) 14:00

이종현 용마초등학교 교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09. 05(수) 14:00

아산나눔재단
반도
정형외과

09. 12(수) 14:00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만날 미래 &
우리가 만들 미래

1

09. 04(화) 14:00

앙트십, 학교가다

09. 18(화) 14:00

문제해결카드 워크숍

10. 02(화) 14:00

앙트십 컴퍼니 워크숍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당 25명 씩)

10. 16(화) 14:00

앱 메이커 워크숍

신청 접수

11. 21(수) 14:00

기 간: 2018. 08. 07 ~ 11. 16

11. 28(수) 14:00

주유소

초등생
&학부모

10

중고등
교사

대상

주제

10. 20(토) 14:00

(저학년)
자동차 스타트업 워크숍

11. 10(토) 14:00

(고학년)
디지털 메이커 워크숍
오이씨랩

10. 05(금) 17:00
10. 10(수) 17:00
중학생

11. 14(수) 17:00

10월 중 4회

신청 방법

10. 17(수) 17:00

기업가정신에
플레이를 더하다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www.asan-nanum.org

02-741-8218 / thahn@asan-nanum.org

학부모

09. 17(월) 10:00

앙트십, 학교가다

09. 19(수) 10:00

우리 아이를 미래인재로
키우는 앙트십
오이씨랩

앙트십 컴퍼니 워크숍
오이씨랩

오이씨랩

이그나잇스파크 & 더플레이컴퍼니

마크 저커버그 따라잡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10. 31(수) 17:00

*접수 기간은 교육 별로 상이하며, 최종 참석자는 개별 안내 예정

문의

일정

김영광 어썸스쿨 이사
약수역

신라면세점

대상

고등학생

마크 저커버그 따라잡기,
디지털 리터러시

11. 29(목) 17:00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11월 중 4회

앱 메이커 워크숍
오이씨랩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