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N
FRONTIER
ACADEMY
비영리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Vision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Goal
기업가정신,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소셜섹터 리더 양성

교육 컨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소셜섹터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재 및 컨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7개월 간 진행되는 교육은 국내 영역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 케이스스터디, 혁신기관 필드트립,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포함한 다면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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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합니다.

경험합니다.

능력을 키웁니다.

운영방향
담임 교수제

문제 해결 중심 과정

모듈별 담당 교수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 사회문제

수업을 지도합니다.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지향 수업 및 사례 기반 학습

아카데미 자체 커리큘럼 개발 및 공유

조직 현장에 기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국내외 단체 사례를

자체 커리큘럼과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비영리

적극 활용하여 교육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돕습니다.

분야 지식 창출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토론 중심 학습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참가자의 경험과 의견 및 소속단체의

영역별 전문가 특강 등 아카데미 동문을 위한 Alumni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강의 이해도와 수강생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리더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를

참여도를 증진 시킵니다.

제공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 네트워크
N_SQUARE
2013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70개 기관에서 2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계발 기회와 국내 대표 비영리기관 동료들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동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현안을 토론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비영리 컨퍼런스 ‘N_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N_TALK’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동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비영리 분야의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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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www.asan-nanum.org

PHONE
02 - 741 - 8218

E-MAIL
frontier@asan-nan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