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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깊이와 효과를 위해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가시적인 제품 및 서비스 생산,

10회차, 총 20시간

협업하고 토론하며

사회혁신활동 등을 통해

장기 교육을 실시

프로젝트를 진행

스스로 가치를 창출

The Asan Nanu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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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1©ª1« 
¬

강화시키는 커리큘럼입니다.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찾아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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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하는 실리콘밸리의 컨셉과 스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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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조직문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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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정신, 비즈니스 툴을 경험하게 하며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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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가치로운 창업 아이템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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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창업 과정을 경험해보며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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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가정신이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아끼지 않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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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유스프러너 교육을 통해 그 의문에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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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하면서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가’란,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하고 기업가들이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열린 눈과 귀를 통해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산 유스프러너 수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태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신도림중학교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도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실패를 이기는 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내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산 유스프러너를 통해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유안상 인천남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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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산 유스프러너를 만나기 전엔, 말로만 듣던 기업가정신이
찾은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가의 사례와 유형을 알아보고 직접 아이템 개발과
송수연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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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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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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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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MIS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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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