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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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san-nanum.org

기업가정신 확산

청년창업 지원

비영리 역량강화

아산 유스프러너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유스프러너는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통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전국에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현직 비영리 중간관리자가 경영 능력과 리더십,

새로운 가치를 찾는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창업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

기업가정신을 고루 함양한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7개월 동안 영역별 최고 전문가 강의와 함께 혁신기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청년 #스타트업 #창업등용문

필드트립, 해외방문연구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업가정신 #사회혁신 #비영리 #교육

아산 티처프러너
아산 티처프러너는 기업가정신의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가정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교사 #기업가정신 #교육

MARU180
MARU180은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場)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자 #기업가정신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했으며,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
스터디(Case Study) 입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분석과 토론을
통해 창업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해 봅니다.
#스타트업 #기업사례 #교육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청년 #글로벌리더 #교육

#조직없는_조직화 #사회혁신 #역량강화 #네트워크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차세대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셜 섹터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과정을

#청년 #사회혁신 #교육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선보이고, 더 많은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과

#스타트업 #커뮤니티 #후원

아산서원은 아산나눔재단이 민간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대학(원)생들이 인문학적

활동가들이 스스로 네트워킹 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행합니다.

대규모 컨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서원

네트워크 모임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비영리 분야의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엔젤 #벤처투자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실제 고민을 담은 케이스

N_SQUARE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 동문들의 자발적 비영리

수료 이후에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레츠고
기업가정신 레츠고는 학부모, 교사 및 교육 관계자가 기업가정신을 경험해 볼 수

N_SQUARE

파트너십 온
파트너십 온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을 ‘벤처 기부 (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휘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2017년부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어
향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 #규제 #생태계 #연구

아산상회
아산상회는 창업기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기업가정신 함양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 아산의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이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팀창업 #스타트업

#조직역량강화 #미래세대 #비영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