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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의필요성: 로드맵의결과반영

 현재 경영학 교육 변화의 중심 키워드는 '온라인 교육'과 '창업 교육’임
 창업 교육은 경영학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관리자 교육시장이 포화되었고 기업에

서도 충분히 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음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유지 및 관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음

 과거에 창업은 발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접어

들면서 창업 교육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짐

 현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의 문제점
 사회적 경제 로드맵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내용 중심의 강의 방식에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재원에 의존

하고 있고, 현 교육기관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있다고 함

 창업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로드맵에 의하면, 수요자 참여형 교육의 단계적 확대 운영 및 사회적 경제 교육 컨텐츠와 방법론의 다양화를 추

진하고 있는데, 창업심화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실습 위주로 행해지게 되고, 각 창업팀에 대해

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의 방향성과 일치하게 됨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듈화가 필요하고 창업심화

교육과정은 모듈화 방식을 설계되었음
 모듈을 만들고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이 하는 기관이 필요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맡을 수 있음

 창업심화 교육과정은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창업심

화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식의 모듈화된 교육실습 과정이므로 개별적인 사업화가 가능함

 성공적인 창업교육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

로 이와 관련된 비용 절감 및 효과 극대화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중요함

 또한 비용을 보전하고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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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및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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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세부수행계획및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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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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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정부창업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요약, 부록참조)

국가명 특징 및 시사점 관련 정책 및 사례

미국

 미국의 창업 지원은 산업부문 및 성장단계별 교육, 멘토링 및
자금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짐

 민간 비영리 재단(SUAP)이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하여 창업 교
육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 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과 이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을 연결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간 협력 강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와 초기단계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
구에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화 자문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구(개념검증센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경제를 구축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인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에서는 미국 저소득층 및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영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
하고 있음

Startup America Initiative
Startup America Partnership
Business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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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미국의 경우, 모든 창업 단계 및 영역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3) 이러한 지원에는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가 정신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다
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주요 시사점

(1) 미국의 경우, 모든 창업 단계 및 영역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3) 이러한 지원에는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가 정신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다
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국가별정부창업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계속)

국가명 특징 및 시사점 관련 정책 및 사례

영국
 영국의 창업 지원은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대학 및 비영

리기관이 창업단계별 지원을 수행
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Entrepreneurship / Business Link

일본
 일본과 프랑스는 전 연령 및 계층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지

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대학/대학원 기업가교육 추진 네트워크

프랑스 창업지원기구 (APCE) 

덴마크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창업 지원제도는 고등교육 수료 인력을 벤
처기업에 연계하여 이들 기업의 인적 및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
는 개입정책이 중점적임

덴마크 기업가정신 재단

아일랜드 InterTradeIreland FUSION 프로그램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는 20대 청년의 기술 창업을 중점 육성
 대학 및 군대 시스템과 연계한 연구센터형 창업 지원
 국가가 창업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창

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촉진

창업보유센터
헤즈넥 / 요즈마 펀드
Zell Entrepreneurship

대만

 국가 전략산업별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정책을 제공
하고, 창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유함

 재계약 기반의 장기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교
육을 진행

전략산업별 전문 창업육성센터
창업 지식플랫폼
Start-up Knowledg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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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2) 창업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교육과정이 활성

화되어 있음
(3)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4)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재도전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주요 시사점
(1)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2) 창업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교육과정이 활성

화되어 있음
(3)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4)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재도전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국가별사회적기업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요약, 부록참조)

국가명 특징 및 시사점 관련 정책 및 사례

영국

 영국은 2005년 7월 ‘공동체 이익회사 규정(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을 제정하고, 영국 통상산업
부(DTI)내에 사회적 기업 추진단(SEnU; Social  Enterprise 
Unit)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지원을 전담

 미국과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고용문제 해소의 측면
에서 더 나아가, 국가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unbundling) 
및 수혜자 계층별 서비스 질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중
소기업 지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성단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및 전략과 관
련된 맞춤형 자문과 재무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기업전문가 구축 및 양성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함.

UK Social Enterprise Strategy
사회적 기업 추진단(SEnU)
Business Link

미국
비영리법인 (공익/상업/사회적 비즈니스)
트러스트 조직

일본  일본과 이탈리아 정부 또한 영국 및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
로 사회적 기업을 공공서비스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무 및 운영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출범이 커뮤니티 기반의 민간 자생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사회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추진시책
‘새로운 공공’지원사업

이탈리아
사회적연대협동조합
(Cooperative di Solidarieta Sociale)
A타입 및 B타입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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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창업프로그램현황: 개요(사이언스타임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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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운영 주체명 개 요

스탠포드
STVP

(Stanfo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 스탠포드 출신의 실리콘밸리 내의 창업자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강의 및 멘토링

UC버클리 Haas School of Business - R&D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싱가포르대
(NUS)

S@S 
(Start-up@Singapore)

(1999~)

1. 비즈 벤처 챌린지(Biz Venture Challenge) : 사업계획을 제시 및 평가 후 수상과 투자가들의 펀딩으로 연결
2. 소셜벤처 챌린지(Social Venture Challenge) : 사회적 영향이 큰 벤처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
3. 프로덕트 쇼케이스(Product Showcase) : 혁신 제품 발굴 프로그램. 기업인들이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창업으로

연결.

MIT
미디어랩 (Media Lab)

(1985~)

-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연구소로부터 나오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업들이 투자하고 제품개발에
적용
- 상호교류(Interactive Demonstrations): 기업과 미디어랩 학생들간의 산학협력 및 고용(Student Recruitment)

알토대
ADF (Aalto Design Factory)

알토 ES (Aalto ES)
- ADF(아이디어 창안), Start-up Sauna (인큐베이터), Summer of Startups (창업지원) 등을 통해 창업 전 과정 지원

시카고대
UCEC

(University of Chicago 
Engineering Center) (1991~)

- 전자/기계공학,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30여 명의 핵심 연구진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엔지니어, 기
술창업자로 구성
- 학생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버드대
하버드혁신연구소

(Harvard Innovation Lab)
- 하버드 대는 ’하버드혁신연구소(Harvard Innovation Lab.)‘ 건립을 통해 대규모 창업 교육을 진행할 계획
- 보스턴의 전문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

히브리대 이숨(Yissum)
- 대학 기술이전센터(TTO)인 '이숨(Yissum)'은 대학에서 생성되는 사업 아이디어들을 특허출원하고 판매하여 수
익 창출
- '이숨'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매출액은 연간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옥스퍼드대

옥스퍼드 벤처 클럽
(Oxford Venture Club)
기업가정신·혁신센터

(Centre for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 옥스퍼드 새드 비즈니스스쿨(Saïd Business School)의 기업가정신·혁신센터에서 동문들의 창업을 지원
- 센터를 통해 벤처창업가가 된 동문들은 센터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창업 전문가로 활동
- 동문들의 경험과 센터의 연구가 어우러져 새로운 종류의 창업을 창출하며, 이는 옥스퍼드가 만들어낸 새로운
창업 시스템임.

민간기업

와이 콤비네이터 (미국) - 2005년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이 설립한 액셀러레이터 기업으로서, 초기 벤처창업가를 지원

노메즈 (네덜란드) - 기업인은 물론 교사, 엔지니어, 발명가, 예술인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젊은 창업가를 육성

SCA (영국)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2.0)

- 인터넷을 통한 광고(advertising)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새로운 창조공간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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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운영 주체명 프로그램 지원 (운영, 구성, 멘토링 등)

스탠포드
STVP

(Stanfo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 [지원대상] 대학생, 학자, 비즈니스 리더 등이 모두 참여 가능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업전략, 기업관리, 자금확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익힐 수 있음

UC버클리 Haas School of Business
- 대학 주관의 스타트업 엑스포(Startup Expo)에서 300명의 청년 창업가들과 UC버클리 창업 동문들, 창업 관
련 교수진 등이

대거 참석해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싱가포르대
(NUS)

S@S (Start-up@Singapore)
(1999~)

- [운영지원] 기업가정신센터(NUS Enterpreneurship Center)에서 S@S 등 자체 프로그램 진행, 창업 실무지원,
엔젤 등의 벤처투자 알선, 기술특허 업무를 대행

MIT
미디어랩 (Media Lab)

(1985~)
- [구성] 대학원생(130명), 대학생(200명), 직원 및 시니어연구원(40명), 객원연구원 및 공동연구 자원인력(80명)
-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80여 개 후원사가 매년 3천500만 달러(한화 약 394억 원)의 연구자금을 후원

알토대
ADF (Aalto Design Factory)

알토 ES (Aalto ES)

- 알토 대학의 투자로 ADF에서 교수, 기업인, 연구원, 디자이너, 경제학자 등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

- 산업 디자인, 환경, 교통, 건강 문제 등 산업 각 분야의 혁신을 공동 목표로 함

시카고대
UCEC

(University of Chicago 
Engineering Center) (1991~)

- ‘대학 내 기업화 조직 생성’(creating business-like entity within the University) 프로그램으로 R&D 창업 자
금 지원

- 완전제조, 조립, 시제품 테스트 등 창업 초기에 필수적인 기술적 지원 제공

- NASA(미국 항공우주국), NSF(미국 국립과학재단), DOE(미국 에너지부) 및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지원

하버드대
하버드혁신연구소

(Harvard Innovation Lab)

-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2014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과정으로서 3천 달러
의 자본금으로

8주간의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우수자로 선정 시 투자 연결

히브리대 이숨(Yissum)
- 히브리대 창업교육의 경우,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며, ‘질문’ 중심으로 수업진
행

- 이숨이 창업 자금, 사업화 지원 등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옥스퍼드대
옥스퍼드 벤처 클럽

기업가정신·혁신센터

- 세계적인 창업자 및 전문가를 초빙해 경험담을 공유

- 2012년 학생창업을 위한 기금(SBS Venture Fund)을 설립하고 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

- 창업 아이디어 검토, 멘토링, 창업과정 대행 지원을 수행

민간기업

와이 콤비네이터 (미국) - 3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창업 아이템을 투자자에게 연결

- 엔젤투자자들은 2011년부터 와이 콤비네이터를 찾는 팀들에게 15만 달러를 자동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노메즈 (네덜란드)

- 동료학생들과의 팀 학습(team learning)으로 다음의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교육 구성

①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②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③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기업 및 비즈니스 설계 과정)
④ ‘이 조직을 어떻게 경영해나갈 것인가’(마케팅과 창의성)

SCA (영국)
- SCA에서는 통상 3년의 광고교육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

- 학생들(정원 50명)이 각각 작성한 사업계획서 분석 후 12개월 동안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통해 개별 광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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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운영 주체명 프로그램 지원 (운영, 구성, 멘토링 등) (계속)

스탠포드
STVP

(Stanfo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 학생 벤처기업 '클링클'의 경우, 총장이 직접 컨설팅을 맡고,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자금을 투자하
는 등 교수진들이

멘토링 및 창업 지원에 열정적으로 참여함

UC버클리 Haas School of Business
- 동문 창업가 강사로 나오는 ‘파운더스 포럼(Founders Forum)＇과 실리콘밸리 일류 경영인이 진행
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

싱가포르대
(NUS)

S@S (Start-up@Singapore)
(1999~)

- S@S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미션을 제시하고 평가

1. 자신의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 2. 시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의 가치평가

3. 창업 시 기업 운영방안 / 4. 상품개발 및 고객관리 등 비즈니스 역점

MIT
미디어랩 (Media Lab)

(1985~)

-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중립 장소’가 제공되며, 다른 산업과의 협력(Business Connection), 그리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라이선스, 특허 등록 등에 대해 무상 혜택이 주어짐

알토대
ADF (Aalto Design Factory)

알토 ES (Aalto ES)

- Start-up Sauna의 경우 현직 CEO와 임원들이 직접 창업코치로 참여하고 있는 철저한 실무형 인큐
베이터

- Summer of Startups는 2012년 시작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창업을 돕는 NGO들이 나서서 2
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창업 프로젝트 진행을 도움.

시카고대
UCEC

(University of Chicago 
Engineering Center) (1991~)

- 산학연간 교차 파견 근무제도를 통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기술혁신 과정을 교류함

- 기업인, 교수, 전문 연구원 등이 학생들과 프로젝트 형태로 함께 활동하면서 현장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함

히브리대 이숨(Yissum) - 사업 시뮬레이션, 사업전략 토론, 역할분담 토론, R&D, 마케팅, 협업, 실험 등 학생 중심의 토론 수
업

옥스퍼드대
옥스퍼드 벤처 클럽

기업가정신·혁신센터

- 옥스포드 벤처 클럽에서 기업가, 투자가, 법률가, 과학기술인, 예술가, 정치인 등 다양한 동문이 모
여 경험을 공유

- 젊은 창업가에게 있어 비즈니스와 관계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음.

와이 콤비네이터 (미국) - 와이 콤비네이터가 음식을 넣어줄 수 없으며, 교육 참여자들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신
을 강조함. 

노메즈 (네덜란드)

- 코칭: 노메즈 스탭 또는 전문가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멘토링: 아이디어가 사업성을 인정받게 되면 현직 기업인, 엔지니어 등 전문가 그룹 매칭 자문이
이루어짐.
- 현장교육을 강조하며, 광고회사들과 협력해 시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살려나



해외주요창업프로그램현황: 시사점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무적 창업 교육의 강화와 함께 교육으로써의

투자지원이 반드시 요구됨: 창업 심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투자적 예산 지원이

필요함, 실험과 시도에 대해서 너그러운 환경 조성이 요구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도 2014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것은 정규 교과과정으로서 3천 달러의 자본금으로 8주간의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교
육과정이며, 우수자로 선정 시 투자까지 연결함으로써 창업 교육에 대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시
행하고 있음

 실천적이고 질문 중심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함: ‘소크라테스식’ 방법론의 도입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육 및 멘토링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
 히브리대 창업교육의 경우,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며, ‘질문’ 중심으로 수

업을 진행하고 있음

 노메즈(네덜란드)의 경우, 동료학생들과의 팀 학습(team learning)으로 다음의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음

 ①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②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③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가’(기업 및 비즈니스 설계 과정), ④ ‘이 조직을 어떻게 경영해나갈 것인가’(마케팅과 창의성)

 S@S(싱가포르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미션을 제시하
고 평가

 1. 자신의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2. 시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의 가치평가, 3. 창업
시 기업 운영방안, 4. 상품개발 및 고객관리 등 비즈니스 역점

13



사회적기업가의양성을위한교육방법

 현장체험 및 활동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Brock & Ashoka, 『Social Entrepreneurship Teaching Resources Handbook』

 7개 대학 교육과정의 ‘체험활동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가 코스’ 소개

14

대학명 과정명 소개

Berea College

Entrepreneurship
for the Public Good

Brock, D. (2006).
Entrepreneurship for the
Public Good Pedagogy.
From 
http://www.berea.edu/e
pg/resources.asp

David Kolb의 체험활동 학습 모델에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그는 공자의 ‘말하라. 나는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라. 나는 기억
할 것이다. 참여시켜라 그러면 나는 이해할 것이다’라는 명제를 "
행함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으로 확장시켰다. 이 프로그
램 다음 4가지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
1. 관심영역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실질적 학습에 대하여 글로 작
성하기
2.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
기(8주)
3. 여름연구기간 동안 고등학생에게 사회적기업과 리더십에 대
해 교육하기
4. 학기 내 방학기간 중 영리 혹은 비영리기관에 인턴으로 참여하
기

Brigham 
Young
University

Social 
Entrepreneurship

Provided by Warner
Woodworth, Social 

BYU는 여러 해 동안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행한 후
2003년에 BYU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에서는 학자들, 사회적기
업 가치를 지닌 참가자들, 기업의 리더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며 사회적기업이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
도록 지원을 병행한다. 후원자들은 강좌, 인턴십, 사회적기업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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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과정명 소개

Harvard
University

Social Entrepreneurial
Collaboratory

Bloom, G. (2006).
The Social Entrepreneurship
Collaboratory: A university 
incubator for a rising generation 
of Social entrepreneurs. Social 
Entrepreneurship: New Models of 
Sustainable Social Change. In 
Nicholls, A. (Ed.). Oxford 
University Press, 271-306

Harvard의 Kennedy School에 설치된 새로운 연구소(lab)이다. 
이 연구소는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
의 미래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세
계의 사회적기업가 과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발전시키
는 일을 한다. 이 연구소와 관계를 맺게 되는 또 다른 과정은
기존에 진행되어 왔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파트너로서 참
가하게 되고 미국과 세계의 사회적 경제의 결과들과 조직들
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학생들은 적절하게 새로운 프로젝트
를 실행하게 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Pepperdine
University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course 
syllabus provided by Molly Lavik,
Pepperdine University.

가치중심적인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동
시에, 전 단계에서 얻은 기업 지식과 기술을 열정 안에서 통
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업계획서, 시장계획, 사회적기
업의 고객을 위한 조직개발 제안서와 재정보고서를 컨설팅
한다. 학생들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경영의 기능적인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식을 배운다. 또한 이
렇게 배운 것들을 기술변화의 발생, 치열한 시장의 상황, 사
회적 변화, 대 정부 보고 같은 복잡한 기업의 문제에 적용하
는 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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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과정명 소개

Syracuse
University

Emerging Enterprise
Consulting

Retrieved on November 11, 
2007 from 
http://whitman.syr.edu.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의 흑인지역 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가들을 돕기도 하고 배운다. 학생 컨설팅팀은 소
규모 기업들의 모험적이고도 지속가능한 활동을 6주 이상 도우
며 일한다. 이때 사회적기업가의 정체성과 핵심적 요소들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은 인종차별의 역사, 교육
의 부재,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가로막는 원인들을 극복해
낸 특별한 존재들이다. 대학졸업자 이상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전
공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투철한 노동윤리, 감정적인 성숙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들
의 생산에 있다.

Universidad 
de Los Andes

Asesoria a 
Emprendedores
Sociales (Consulting 
for Social 
Entrepreneurs)

Provided by Roberto 
Guitierrez Poveda, 
Universidad de los Andes

사회적기업가, 약 2명의 학생, 전문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회적기업가에 의해 제시된 프로
젝트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고, 사회적기업가와 컨설턴트로서 참
가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지원팀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명확
히 하고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제안들을 완성하는 일을 함께 한다. 
컨설턴트는 팀을 꾸려나가고 활동을 감독하는 일을 통해 프로젝
트와 자원봉사 인력들을 지도한다. 팀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차
원과 사회적 차원 사이에서 균형과 통합을 추구한다. 사회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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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과정명 소개

University of
Navarra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Social
Impact.

본 과정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접근법들과
전략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첫 과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소개,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적용, 그리고 조직상의 형태 등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서 세계화 추세에서의 사회적기업 성공 요인
과 창업 조건 등을 다룬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미개발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전하고 기업전략을
논의한다.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개발의 측면을 사회적인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중심을 둔
다. 세 번째 과정은 기존의 기업들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정신이
제공하는 도전과 기회들을 알려준다. 또한 이것은 효과적이고 효
휼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일반 회사와 사회적기업
이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 주기도
한다. 경험적인 학습 모델은 사회적기업가 다운 여러 사례들을
통합시켜 준다.

 주요 시사점
-사회적 경제 창업 심화 과정은 현장 체험과 활동 교육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함
특히, Berea College의 1) 사회적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와 사회적 이슈
및 창업 에세이 작성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2)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기(8주)와 3)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기관에
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본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주요 시사점
-사회적 경제 창업 심화 과정은 현장 체험과 활동 교육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함
특히, Berea College의 1) 사회적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와 사회적 이슈
및 창업 에세이 작성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2)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기(8주)와 3)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기관에
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본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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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
교육과정

<그림>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 현황

 주요 시사점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은 소상공인 창업과 기술 창업의 모든 분야에서 실행 단계
에 있는 기업 및 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음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특히 소상공
인 창업 분야 또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

 주요 시사점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은 소상공인 창업과 기술 창업의 모든 분야에서 실행 단계
에 있는 기업 및 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음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특히 소상공
인 창업 분야 또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



국내창업환경: 문제점 (이윤준, 2013)

 생계형 창업 위주에 치우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환경
 창업 동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Motives)이 감소하고 기회포

착형 창업(Improvement 또는 Opportunity-driven Motives)이 증가함

 그러나 GEM(2011) 조사대상 23개국 중, 한국의 생계형 창업비율은 53.4%로 1위, 기술창업과

유사한 기회포착형 창업비율은 46.6%로 가장 낮은 수준

 대학졸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중, 기술창업 비중은 28.7%, 생계형은 71.3%
 생계형 창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혁신형 창업의 평균 생존비율은 50%(전체 평균 2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3)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
 중소기업청은 창업준비기를 거친 창업실행기의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창업 기업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반면, 주로 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해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입주 공간 및 체계적 밀착 멘토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주로 창업준비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어 지원규모가 적은 반면, 

양호한 입주 공간 제공, 전문 컨설턴트 등의 밀착 멘토링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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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창업환경: 문제점 (이윤준, 2013)

 창업보육센터의 활용도와 및 재점검의 필요
 1.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및 소규모 분산운영에 따른 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수와 같은 외형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프

로그램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

 2.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선진 기업의 경험과 노

하우를 활용한 인큐베이팅 전문기관과 전문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임

 3.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경쟁과 투명성 확보 부족으로 비효율성이 만연되어

있음
 창업보육센터 간 경쟁 유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낙후된 예산집행 및 관리행

정 인프라로 인해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중소기업청, 2011)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하에서 기술개

발단계→시제품제작단계→양산 및 시장진입단계로 원활하게 이행

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정책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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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창업환경: 정책제언및추진전략방안 (이윤준, 2013)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필요
 1.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도 교육이다”라는 교육패러다임 확립

 미국 카우프만 재단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25%정도 더 많

이 벤처기업을 창업했음(Charney and Libecap, 2000)

 2.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재창업 유도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조사 결과, 창업 3개월 안에 흑자를 달성하는 기업 비중이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34.1%인데 반해, 재창업 기업은 55.4%로 나타남(서창수 외, 2010)

 3.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 및 창업보육 강화 필요
 핀란드 이노폴리는 창업기업 당 7명의 전문가그룹이 보육 및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벤

처기업 생존율이 90%에 달함. 

 해외대학 대부분이 동문을 중심으로 한 멘토단 구성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음

 4. 범부처 통합 창업지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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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교육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
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을 함양하는 것 모두 의미기 있다고 여겨짐: 특히 교육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창업
역량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음
-투자 중심의 지원 과정이 필요하며,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도 이러한 것의 일부
이어야 함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양적
인 규모와 질적인 부분 모두에서 더 많은 지원과 투자와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는
데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이 그 시도의 하나일 것임

 주요 시사점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교육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
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을 함양하는 것 모두 의미기 있다고 여겨짐: 특히 교육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창업
역량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음
-투자 중심의 지원 과정이 필요하며,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도 이러한 것의 일부
이어야 함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양적
인 규모와 질적인 부분 모두에서 더 많은 지원과 투자와 방법론 개발이 요구되는
데 본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이 그 시도의 하나일 것임



국내창업환경: 정책제언및추진전략방안 (이윤준, 2013)

 결국, 교육-멘토링-투자 연계가 창업의 성공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결

정함
 창업 액셀러레이션(Startup Acceleration)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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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그림> 창업 액셀러레이터(상) 및 인큐베이터(하)
의 역할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성과분석 (숭실대, 201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 운영
 사업목적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혼선

 정책자금을 사용하다 보니 회계에 치중하여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

 사업 종료 시점까지도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지 못한 창업팀이 다수

 급속히 진행되어 기업가 육성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신속한 창업의 결과

만을 요구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행정/예산 운영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과 예산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자원의 낭비가 많았으며, 

나아가 창업팀의 사기저하를 초래

 행정규정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해설서가 필요하며, 업무매뉴얼 등 업무표준화를 위한 지

침 등의 제공이 필요함

3) 창업 공간 지원
 창업 공간 활용도가 낮아 적극적인 창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창업 공간 활용을 강조하여 오히려 창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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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성과분석 (숭실대, 201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계속)

4) 교육 지원
 표준매뉴얼 없이 위탁운영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

 창업에 관한 교육내용도 회계교육과 마케팅원론 중심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우수한 강사초빙에 어려움이 있음

 창업팀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못해 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음
 창업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와 교육방식에 있어 교육 대상자의 숙련정도, 창업 경험의 유무, 활동 분야의

특성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5) 멘토와 멘토링
 멘토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한 틀(frame)을 구축해야 함

 멘토의 역할이 모호하여 일이 중첩되므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인력 한계 존재

 멘토의 낮은 처우에 대한 대책마련과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멘토링과 빠른 피드백이 제공되는 지원이 창업활동에 절실히 필요

6)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위탁운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

 위탁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미흡, 저비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속성에 대한 한계

 네트워크의 의미와 중요성은 높으나 활성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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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멘토링선진화연구

 멘토링 제도의 실태 분석
 조사대상자(창업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40.6%, 경기/인천 20.8%로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음.

 연령대는 31~35세 34.7%, 26~30세 26.5%, 36~40세 21.9% 순으로 26세~40세가 전체의

83%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54.1%, 여자 45.9%로 비슷함

 학력은 4년대 졸업자가 56.6%, 대학원 석사 졸업자가 18.9%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직장경력은 3~4년 5.4%, 1~2년 13.8%로 나타났고 직장경력 중 최종직책은 사원이 36%, 

기타가 20.1%로 나타남

 현재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한 기간은 1년 준비 35.1%, 6~12개월 준비 31.9%

 창업 준비 업종은 지식서비스 33.3%, IT 벤처 14%로 지식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음.

 멘토링 실태 및 설문결과
 창업팀 선정이후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은 횟수는 월 1회(29.9%), 월 2회(23.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월 1~2회 정도 멘토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멘토링을 받은 평균시간은 1회당 2시간이 52.6%, 1시간 이하가 39.1%로 전체의 91.7%가

멘토에게 회당 1~2시간 가량의 멘토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멘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응답에서는 담임 멘토(1:1)제도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

라 분야별 전문가를 원포인트 레슨멘토(1:N)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음.

 멘토링 시스템은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통합 멘토링보다 대면 멘토링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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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멘토링선진화연구

 멘토링 제도의 실태분석 결론

1. 현재 멘토링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대답한 그룹이 전체 조사대상의 33.2%에 달

하고 있음.

2. 현재 멘토링 제도는 너무 지역적 제한이 따르며 전문멘토의 공유가 어렵고 이해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멘토의 각 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사회적기업가(창업팀)의 성향도 정부나 기관에 대한 의존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

나고 있는데, 특히 멘토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3.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담임멘토 제도의 도입,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멘토 풀 구축

등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향후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전진기지로의 발전을 위

하여 멘토자원의 공유 및 선순환 제도를 마련하고 멘토를 전문적 사회적 기업 지

도사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4. 또한 멘토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상담 정보를 DB화하여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멘토

링으로 인한 시간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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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관계자인터뷰: 새사연인터뷰자료(2013)

 인큐베이팅 기관 및 인큐베이터 역할
 기업가의 답변, “인큐베이터와 인큐베이팅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필요하며, 입

주 기업과의 스킨십이 요구됨”

 중간지원조직의 답변, “기업의 문제 해결에 대한 성장 단계별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보다 친밀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의 답변,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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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관계자인터뷰: 새사연인터뷰자료(2013)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교육 문제점과 대안
 기업가의 답변, “교육대상을 세분화하고, 공통 교육과 대상별 교육으로 프로그램

을 다양화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답변, “정보전달은 일반 공통 교육으로, 통찰과 깨달음을 위한 교

육은 토론과 협업 등의 사례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의 답변, “직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는 스스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축적시켜야 한다.”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기업가의 답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중간관리자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답변, “내부 역량 강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끊임없

이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세대리더의 답변, “조직의 지향 가치를 상시적으로 제고하고, 조직원 개인의 의

견과 권한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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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성과및새사연인터뷰: 시사점

 장기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함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은 이를 반영하여 최소 2년으로 설계하였음

 향후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3년 과정은 되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2년간의 ‘석사과정형’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시장분석, 멘토링, 현장실습, 사업 시

뮬레이션 등 해외 우수 창업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매뉴얼 및 방법론 개발에는 많은 연구와 분석 작업이 필요함

 우수한 강사 초빙을 위해서는 강사료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의 예산 집

행 기준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함

 맞춤형 교육이 좋기는 하지만 어려웠던 이유는 비용 효율성 때문이었음

 결론적으로,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은 소수의 뛰어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위해서 예산 규모의 충분한 확보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는 ‘돈’이 많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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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성과및새사연인터뷰: 시사점(계속)

 멘토의 전문성과 집중성,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임
 담당 멘토들과의 토론 및 실습 위주의 창업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선정된 멘토와의 관계는 2년의 교육과정 동안 계속 유지되며, 팀의 모든 활동을 공

유하고 지원하게 됨

 “2명의 팀원(멘티)+1명의 친구 멘토”로 3명이 하나의 팀을 만들고 이에 추가적으

로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의 내외부를 연결하고 교육과정 진행에 있어서 담임의 역

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멘토를 추가하여 운영하게 됨 + 이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배 멘토와 전문 멘토들을 활용하게 됨
 친구 멘토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멘토와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로써의 자신감을 형성하고, 정신적 외로움과 실질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됨: ‘스킨십 멘토링’

 사외이사 멘토는 전문성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은 관

리를 책임짐으로써 담임멘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 ‘사외이사 멘토링’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업 영역이나 필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멘

티보다 약간 앞선 단계에 있는 선배 멘토와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

문 멘토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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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지원요구사항및전달방안에관한연구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사회적 기업의 단계별 지원 요구사항

 설립 기획 단계(Becoming a social enterprise)에서의 지원 요청 사항
 사회적 기업가들은 자신감 형성(confidence building)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이것이 멘토(조언자, advisor)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로 응답하였음.
 이 과정에 멘토(조언자)의 장기적 참여가 필요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함

 자신감 결여 시 기업 운영을 중단했어야 한다거나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짐

 자신감 결여가 상업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의 가장 큰 차이로 손꼽힘

 설립 초기단계(Early support needs)에서의 지원 요청 사항
 통상적인 소규모 비즈니스 능력: BEP 산정, 가격 결정, 정부 보조금 수령 종료 시 재무적

건전성 확보 방안

 시장(마케팅) 문제: 새로운 기회 또는 시장의 식별, 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격 정책의 활용

 경영 및 의사결정기술: 다수의 스탭/기업가/의사결정자들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구조에

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돌과 긴장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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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지원요구사항및전달방안에관한연구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사회적 기업의 단계별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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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ergus, M. Ramsden (2006), Developing fledgling social enterprises? A study of the support required and means of delivering it

지원 항목 멘토에 대한 요청사항 및 필요능력

상담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걱정과 사회적
목표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기업
에

특화된 자문

초기 설립단계 및 기관 인수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구조에 관
한 지침 등

특정 부문에
특화된 자문

특정 부문에 대한 지식 및 비즈니스 개발 기술, 조언자와의 협업 등으로 전
달 가능

훈련
그룹 훈련을 통한 특정 부문별 지식의 전달, 그러나 해당 기업에 특화된 상
담보다는 덜 선호됨

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벤트, 밤 등 근무 외 시간대를 선호, 네트워크 구축
이 기업 확장에 큰 기여한다고 여김

기타 경영목표 및 세그먼트의 결정 지원

<설립 후 운영단계에서의 지원 요청 사항>



사회적기업의지원요구사항및전달방안에관한연구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기관의 역량의 구축 및 강화

 차이와 중복성(gaps & duplication)의 존재: 지원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있거나 방편적인 경우가 많아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 기

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지원의 중개(brokerage)와 지원 제공의 역할 분리 필요: 지원기관이 지원 중개

역할을 겸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사회적

기업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면서도 지원 기관들의 신뢰가 높은 중개자가 필요함

 교육자의 역량 강화: 농촌/도서지역 등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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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에대한다양한정의분석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위한 핵심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

한 정의를 분석하였음(Debbi D. Brock & Suann D. Steine. 2008)

<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35

Author(s) & Year Definition

Ashoka

Social entrepreneurs are individuals with innovative solutions to society’‘s most pressing 
social problems. They are ambitious and persistent, tackling major social issues and  
offering new ideas for wide-scale change.

사회적기업가는 사회가 지닌 가장 절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
결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회 이슈와 씨름하고
큰 폭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야망과 끈기
가 있습니다.

Austin, J, Stephenson, H. 
&

Wei-Skillen, J.(2006)

Social entrepreneurship is an innovative, social value-creating activity that can occur 
within or across the nonprofit, businesses or government sector.

사회적기업가는 비영리단체나 기업 혹은 정부 영역이나 혹은 서로 교차
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하는 혁신
가입니다.

Bornstein, D. (2003)

A path breaker with a powerful new idea, who combines visionary and real-world problem 
solving creativity, who has a strong ethical fiber, and who is ‘totally possessed’ by his or 
her vision for change.

비전가이자 실제 세상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강한 도덕성을 지
녔으며, 변화를 위한 비전에 사로잡힌, 강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길



사회적기업가에대한다양한정의분석 (계속)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계속)
<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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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Year Definition

Dees, J.G. (2001)

Social entrepreneurs play the role of change agents in the social sector, by:
• Adopting a mission to create and sustain social value (not just private value),
• Recognizing and relentlessly pursuing new opportunities to serve that mission,
• Engaging in a process of continuous innovation, adaptation, and learning,
• Acting boldly without being limited by resources currently in hand, and Exhibiting heightened 
accountability to theconstituencies served and for the outcomes created.

사회적기업가는 사회 영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변화를 위한 대리인
의 역할을 함.
•(단지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미션을 선택
함
•그 미션을 이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혹독하게 추구함
•계속적인 혁신, 적응, 학습의 과정에 착수함
•현재 확보한 자원의 국한 받지 않고 용감하게 활동하고, 섬겨야 할 고객들과 창조
해야 할 결과들을 위해 더욱 큰 책임감을 보여줌

Johnson (2000)

Social entrepreneurship is emerging as an innovative approach for dealing with complex social needs. 
With its emphasis on problem-solving and social innovation, socially  entrepreneurial activities blur the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sector and emphasize hybrid model of 
for-profit and non-profit activities.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복잡한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법으로
등장함. 그것의 강조점은 ①문제 해결과 ②사회적 혁신 그리고 영리 혹은 비영리간
의 혼합 모델을 강조하고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 간의 전통적 경계를 희미하게 하



사회적기업가에대한다양한정의분석 (계속)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계속)
<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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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Year Definition

Light (2006b)

A social entrepreneur is an individual, group, network, organization, or alliance of organizations that 
seeks sustainable, large-scale change through pattern-breaking ideas in what or how governments, 
nonprofit, and businesses do to address significant social problems.

사회적기업가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루기 위해 정부, 비영리기
관, 그리고 기업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형식 파괴를 통
해 지속가능한 대규모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 그룹,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조직
들의 연합임.

Bornstein, D. (2003)

The social entrepreneur should be understood as someone who targets an unfortunate but stable 
equilibrium that causes the neglect, marginalization, or suffering of a segment of humanity; who brings 
to bear on this situation his or her inspiration, direct action, creativity, courage, and fortitude; and who 
aims for and ultimately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able equilibrium that secures permanent 
benefit for the targeted group and society at large.

사회적기업가는 무시와 하찮게 여겨짐, 혹은 인류의 한구석에서 고통 당하는 원인
이 되는 불행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를 유지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어야 함. 또한 그들은 자신이 지닌 영감, 즉각적인 행동, 창조성, 용기, 불굴
의 정신을 이러한 상황에 집중시키는 사람이다. 전체적으로는 목표 대상이나 사회
를 위해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속적인 균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임.



사회적기업가에대한다양한정의분석 (계속)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계속)
<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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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Year Definition

Nichols , A.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entails innovations designed to explicitly improve societal well being, housed 
within entrepreneurial organizations which initiate, guide or contribute to change in society.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 내에서 변화를 착수하고 인도하거나 기여하기 위한 기
업가적인 조직 형태로 사회의 복지를 명쾌하게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된 혁신을 수
반함.

PBS “"The New
Heroes”"

A social entrepreneur identifies and solves social problems on a large scale. Just as business 
entrepreneurs create and transform whole industries, social entrepreneurs act as the change agents for 
society, seizing opportunities others miss in order to improve systems, invent and disseminate new 
approaches and advance sustainable solutions that create social value.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 문제를 대규모로 정의하고 해결함. 단지 사업으로서 기업
가는 전체 산업을 창조하고 변형시키지만, 사회적기업가는 사회를 위한 변화의 대
리자로서 행동하고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을 발명하고 전파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해결책
을 진전시킴.

Schwab Foundation

What is a Social Entrepreneur? A pragmatic visionary who achieves large scale, systemic and 
sustainable social change through a new invention, a different approach, a more rigorous application of 
known technologies or strategies, or a combination of these.

사회적기업가는 새로운 발명과 접근법, 알려진 기술력과 전략의 더욱 엄격한 적용
및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
는 실용적인 비전가임.



사회적기업가에대한다양한정의분석 (계속)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계속)
<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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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Year Definition

Skoll Foundation

The social entrepreneur as society’s change agent: a pioneer of innovation that benefits humanity. 
Social entrepreneurs are ambitious, mission driven, strategic, resourceful and results oriented .

사회적 변화의 대리자로서의 사회적기업가: 인류에 이익을 끼치는 혁신의 개척
자. 사회적기업가들은 야망이 있고, 사명에 이끌림을 받으며, 전략적이고 지략이
넘치고 결과 지향적임.

Thompson (2002)

People with the qualities and behaviors we associate with the business entrepreneur but who operate in 
the community and are more concerned with caring and helping than ‘making money’.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돌보고 돕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와 협력하
려고 하는 기업가들과 연계하려는 행동양식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

Mair, J. & Marti, I.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Innovative models of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caters to basic needs 
(rights) that remain unsatisfied by political or economic institutions.

사회적기업가 정신: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제도에 의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남아있
는 기본적인 요구(권리)를 공급하는 제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



기존사회적기업가프로그램의핵심주제파악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위한 7가지 핵심 주제(Seven Essential Topics of Entrepreneurship 

courses - SETEC)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12가지 정의를 추출하여 공통적

으로 언급되는 핵심 주제 7가지를 선정함(Debbi D. Brock & Suann D. Steine. 2008)

 ① 사회적 문제/사명/필요, ② 혁신성, ③ (영향력) 확장성, ④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한 경

영 모델, ⑤ 기회에 대한 인식력, ⑥ 부족한 자원에 대한 극복 능력, 자원배분 ⑦ 성과, 결과

측정

 기존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핵심 교육 요소 파악
 사회적기업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계 72개 대학의 107개 syllabus 분석

 미국 68%, 아시아/유럽/라틴아메리카 32%으로, 이 중 75%가 경영대학에

개설된 과목인 것으로 나타남

40

대학전공영역(University Area) 분포

경영학 Business 75%

공공정책/비영리경영학 Public Policy/Nonprofit 
Management

14%

사회과학 Social Science (Economics, Communications) 8%

과학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etc.) 1%

사회 서비스 Social Services (Education, Social Work, etc.) 1%

기타 Other 1%



기존사회적기업가프로그램의핵심주제파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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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7가지 핵심 주제(SETEC)의 내용

<표> 사회적기업가 과정을 위한 7가지 핵심 주제(SETEC)

번
호

항목 의미

1
사회적 사명/필요
(Social Mission/Need)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 사회적기업가로
서의 소명감

2
자원 배분 및 확보
(Resource Allocation)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현재의 자원 제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원을 획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3
성과 측정
(Measuring Outcome)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인적, 물
적, 금전적 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

4
기회에 대한 인식력
(Opportunity Recognition)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

5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
(Sustainable Business Model)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사명 사이에 균형을 맞추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함

6
혁신
(Innovation)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함. 비영리조직
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중에 하나는 혁신성이라고 할 수 있음

7
영향력 확장성
(Scaling Impact)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기업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
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
아내고 실현함



기존사회적기업가프로그램의핵심주제파악(계속)

 기존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핵심 교육 요소 파악 (계속)

<그림>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7가지 핵심 주제별 개설 과목 수 (SETEC)

출처: Debbi D. Brock & Susan D. Steine. (2008)

42



사회적기업가에게요구되는능력과교육의차이

 기업가의 일반적인 필요 능력에 관련된 문헌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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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관련 문헌

전통적인 사고방법에 도전하는 능력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Higgs and Rowland (2000); Waddock and Post
(1991);

자원참여자의 지원 증진 Boyd (2003): Culps, Deppe, Castillo, and Wells (1998)

사람간 의사소통 스킬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Spitzberg and Cupach (1989); Man et al. (2002)

사회적 스킬 Baron and Markman (2000); Dacin et al. (2010); Man et al. (2002)

혁신과 창조성
Dees (2003); Maes, Weldy, and Icenogle (1997); Phills et al. (2008); Sullivan
Mort, Weerawardena, and Carnegie (2003)

고객, 공급자, 다른 주주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Boyatzis and Saatciogul (2008); Litzky, Godshalk, and Walton-Bongers (2010);
Man et al. (2002)

물류와 기술 관리 Rubin and Dierdorff (2009); Hitt and Ireland (1986); Mair and Marti (2006)

도덕적 신념/윤리에 대한 관념 Boschee (2001); Harris, Sapienza, and Bowie (2009)

정체성, 평가, 기회의 이용 Brock and Steiner (2009); Guclu et al. (2002); Man et al. (2002); Zahra et al (2008)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Dees (1998a); Sullivan Mort et al. (2003); Mumford, Zaccaro, Harding, lacobs, and Fleishman (2000)

금융자본 관리 Hitt and Ireland (1986); Stewart, Watson, Carland, and Carland (1998); Thompson (2002)

기관을 유동화하고 파는 능력 Hitt and Ireland (1986); Smart and Conant (1994); Thompson et al. (2000)

유의한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능력 및 갈구하
는 자세

Dees (1998a, 2003); Brock and Steiner (2009);

커뮤니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Man et al. (2002); Peredo and Chrisman (2006); Thompson et al. (2002)

종업원 관리 Hitt and Ireland (1986); Man et al. (2002); Rubin and Dierdorff (2009)

갈등 해결 스킬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Maes et al. (1997)

T.L. Miller et al. (2012), Educating the Minds of Caring Hearts



사회적기업가에게요구되는능력과교육의차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능력들과 관련 문헌 (Table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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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관련 문헌

적은 자원의 창의적 사용 Dees (1998a); Brock and Steiner (2009); Mair and Marti (2006); Ledbeater (1997); Thompson (2002)

힘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신감
Bird (1995);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Krueger and Brazeal (1994)
Man et al. (2002); Stewart et al. (1998); Sullivan Mort et al. (2003)

기관을 성장시키는 능력과 열망 Alvord et al. (2004); Austin et al. (2006); Brock and Steiner (2009); Dees et al. (2004); Bomstein (2004)

운영적인 업무를 관리 Hitt and Ireland (1986); Rubin and Dierdorff (2009)

효과적인 팀 구성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Man et al. (2002); Thompson et al. (2000)

낙관주의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Boyatzis and Ratti (2009)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Litzky et al. (2010); Maes et al. (1997); Thompson (200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헌신 Thompson (2002); Grant, Dutton, and Rosso (2008); Bornstein (2004)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Brock and Steiner (2009); Austin et al. (2006); Alvord et al. (2004); Bornstein(2004)

전략적 개발 관리 Rubin and Dierdorff (2009); Man et al. (2002)

공감과 연민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Dees (1998a); Mair and Marti (2006); Sullivan Mort et al. (2003)

문제해결능력 Maes et al. (1997); Rubin and Dierdorff (2009); Waddock and Post (1991)

비즈니스 계획의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창
조/평가

Kuratko (2005); Honig (2004)

관련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능력 Rubin and Dierdorff (2009); Maes et al. (1997); Man et al. (2002)

문화적 인지 능력 Dacin et al. (2010); Waddock and Post (1991)

집단적 목적에 헌신하는 능력 Hemingway (2005); Man et al. (2002); Waddock and Post (1991)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능력 Boyatzis and Saatcioglu (2008); Dacin et al. (2010); Thompson et al. (2000)

금전보다 사회적 영향에 가치 Dacin et al. (2010); Dees (1998a); Sullivan, Mort et al. (2003)

T.L. Miller et al. (2012), Educating the Minds of Caring Hearts



사회적기업가에게요구되는능력과교육의차이

 기관 유형별 기업가의 필요 능력 순위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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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능력
전체 중

10위
(점수)

전체 중
10위

(순위)

영리기관
선정

상위 10
위

(점수)

혼합적
기관 선

정
상위 10

위
(점수)

비영리
기관 선정
상위 10위

(점수)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선정 상위 10

위
(점수)

수업으로
지도한
능력 상

위
10위

1 문제해결능력 ㅇ ㅇ ㅇ ㅇ ㅇ ㅇ

2 효과적인 팀 구성 ㅇ ㅇ ㅇ ㅇ ㅇ ㅇ

3 금융자본 관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 타인을 리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ㅇ ㅇ ㅇ ㅇ

5 고객, 공급자, 다른 주주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ㅇ ㅇ ㅇ ㅇ ㅇ

6 사람간 의사소통 스킬 ㅇ ㅇ ㅇ ㅇ ㅇ

7 기관을 유동화하고 파는 능력 ㅇ ㅇ ㅇ ㅇ ㅇ ㅇ

8 전략적 개발 관리 ㅇ ㅇ ㅇ ㅇ ㅇ

9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ㅇ ㅇ ㅇ ㅇ

10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능력 ㅇ ㅇ ㅇ ㅇ ㅇ

11 적은 자원의 창의적 사용 ㅇ ㅇ

12 물류와 기술 관리

13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능력 및 갈구하는 자
세

ㅇ ㅇ

14 커뮤니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15 종업원 관리

16 갈등 해결 스킬

17 혁신과 창조성 ㅇ ㅇ ㅇ

T.L. Miller et al. (2012), Educating the Minds of Caring Hearts



사회적기업가에게요구되는능력과교육의차이

 기관 유형별 기업가의 필요 능력 순위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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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능력

전체
중

10위
(점수)

전체
중

10위
(순위)

영리기
관

선정
상위 10

위
(점수)

혼합적
기관 선

정
상위 10

위
(점수)

비영리
기관 선
정 상위

10위
(점수)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선정 상위 10위

(점수)

수업으로
지도한
능력 상
위10위

19 기관을 성장시키는 능력과 열망

20 운영적인 업무를 관리

21 자원참여자의 지원 증진

22 낙관주의 ㅇ

23 사회적 스킬

2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헌신

25 정체성, 평가, 기회의 이용 ㅇ

26 도덕적 신념/윤리에 대한 관념 ㅇ ㅇ

27 공감과 연민

28 전통적인 사고방법에 도전하는 능력

29 비즈니스 계획의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창조/평가 ㅇ ㅇ

30 관련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능력

31 문화적 인지 능력

32 집단적 목적에 헌신하는 능력

33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34 일을 맡으려는 마음 ㅇ

35 금전보다 사회적 영향에 가치

T.L. Miller et al. (2012), Educating the Minds of Caring Hearts



사회적기업가핵심역량 10가지: 3+6+1
 보편성과 특수성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

하게 됨
 보통은 둘 중의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에 이르지 못함

 보편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함
 특수적인 상황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함

 특히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서도 보편적 성공 역량과 사회적 기업
가에 특화된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
 3가지 보편적 성공 역량

 어떤 것이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성공요인으로 (1) 개인적 측면에서 창의적 문제해
결 능력과 (2) 팀을 구성하고 조직화하고 운영하는 능력, 그리고 (3)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
고 협업을 하는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

 6가지 사회적 기업가 특화 역량
 Emotions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2) 위험 감수에 의한 기회 추구, (3) 불확실성 관리에 의한 자원 확보

 (1)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사명감 및 자존감, 정체성 확립 및 공유(Shared identity)
 (6) 사회적 기업가로스의 성취감과 자신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으로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

 Logics
 (4) 솔루션 만들기

 Business Knowledge
 Domain(Social Issues and Solutions) Knowledge

 (5) 실용적 결과 중심적 사고 및 성과 측정

 1가지 Bridging Skill
 다양한 분야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통섭과 통합의 역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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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

력

팀 구성 및
조직화 및

조직 운영 역
량

(개인적 차원
에서의) 창의

적
문제해결 역

량

사회적 필요 및
문제 해결 위한
사명감(자존감),
사회적 기업가로
서의 정체성 확

립 및 공유

위험 감수에
의한 기회 추구

불확실성
관리에 의한
자원 확보

솔루션 만들기:
혁신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조건을 만족

실용적 결과
중심적 사고 및

성과 측정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성취감(자신감)

사회적기업가핵심역량 10가지: 3+6+1(계속)

 사회적 기업가 핵심 역량: 3가지 보편적 성공 역량과 6가지 사회적 기업가 특화 역량과

Bridg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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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Skill



사회적기업가핵심역량 10가지: 3+6+1(계속)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창의성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오행론적 접근법

 인(仁: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기본, 목)

 의(義: 형평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명감, 금)

 예(禮: 존중과 예의를 갖춘 의사소통, 화)

 지(智: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역량, 수)

 신(信: 신뢰에 기반한 관계, 토)

 사회적 창업에는 사회적 창의성이 필요함: Social Creativity, Social 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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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필요한
“문제 만들기”

사회에 필요한
“문제 해결하기”

“창의성/창조성“
Social Creativity 
Social Faction



사회적기업과비영리기관경영교육의발전

 사회적 기업 교육은 비영리기관 경영 교육의 최신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미국 전 대학 내 개설된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조사결과,
1998년 4개 > 2002년 21개 > 2006년 26개 > 2011년 92개로 급증함

 각 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분류 (Young/Grinsfelder)
① 마케팅 역량(market skills): 시장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기업 운영
② 정치적 역량(political skills): 공공부문 환경에서의 협상
③ 자선가적 역량(philanthropic skills): 자선사업 자원 및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
④ 일반적 경영역량(generic management skills): 성공적인 기업 내부 조직 운영
⑤ 리더십 역량(leadership):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섬김의 리더십

 대학의 제도적 논리 별(공공정책(5개교),  경영(11개교), 신학(4개교))
커리큘럼의 특성 비교 결과, 대체적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임
 공공정책대학과 신학대학은 자선가적 및 정치적 역량, 경영대학은 마케팅 및 일반적 경영

역량 에 관한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역량의 분포
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R. Mirabella, D.R. Young (2012),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 and Nonprofi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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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비영리기관경영교육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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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역량
31%

정치적

역량
12%

자선가

적 역량
23%

일반적

경영역

량
28%

리더십

역량
6%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분포

(2011년 종합)

0%

25%

50%

75%

100%

제도적 논리 별 교육과정 분포

(2011년)

리더십 역량

일반적

경영역량
자선가적 역량

정치적 역량

마케팅 역량

R. Mirabella, D.R. Young (2012),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 and Nonprofit Management

 주요 시사점
미국 대학의 사회적기업의 교육은 위의 다섯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대학별 제도적 논리(공공정책/경영/신학)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분

포는 균일함

 주요 시사점
미국 대학의 사회적기업의 교육은 위의 다섯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대학별 제도적 논리(공공정책/경영/신학)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분

포는 균일함



사회적기업을구성하는복합적인제도적논리

 사회적 기업가 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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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영학 지식

사업기회에
특화된 지식

사회적
사업기회에
특화된 지식

사회적 벤처에
특화된 지식

벤처에
특화된 지식

기업가적 스킬

제도적 논리간 연결(Bridging) 스킬
(사회복지적, 상업적, 공공 부문 논리)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교육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교육

상업적 기업 대비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교육방침

A. Pache, I. Chowdhury (2012), Social Entrepreneurs as Institutionally Embedded Entrepreneurs

 주요 시사점
사회적기업가의 교육은 기업가적 능력 외에도 제도적 논리간 연결(Bridging) 능력이 중요

함

 주요 시사점
사회적기업가의 교육은 기업가적 능력 외에도 제도적 논리간 연결(Bridging) 능력이 중요

함



사회적기업가교육프로그램설계및구현의개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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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학적 주제

사회적
혁신

기회
인식

재무적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

성장
전략

사회적
영향

재무적
성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학적 주제

혼합가치
접근

사회적 기업가정신 / 자기 효능감
- 사회적 문제의 혁신적인 솔루션 인식
- 비전과 가치를 수용하도록 사람들을 감화
- 다수의 다양한 후원 출처 확인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 적절한 사회적 솔루션 구현
- 활동의 사회적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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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

행
센

터
J. Kickul et al. (2012), A Blended Value Framework for Educating the Next Cadre of Social Entrepreneurs

 주요 시사점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강화를 위해서는 통섭적이고 통합적 교육 과정
설계가 필요함

 주요 시사점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강화를 위해서는 통섭적이고 통합적 교육 과정
설계가 필요함



사회적기업가및사회적혁신가의발전모형

 사회적 정체성 및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업 교육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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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침 교육 수혜자의 효과

교육
기법

교육
내용

-독서
-강의
-사례
-전기(傳記)
-프로젝트

- 필요의 인식
- 사회적 카테고리 정의
- 원형의 탐색
- 도구들의 도입
- 실제/응용 기회 제공

심리적
상태

공유된 정체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혁신의 발현

행태적
성과

I.H. Smith, W.P. Woodworth (2012), Developing Social Entrepreneurs and Social Innovators

 주요 시사점
독서/강의/사례/전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는
곧바로 행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공유된

정체성 및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

 주요 시사점
독서/강의/사례/전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는
곧바로 행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공유된

정체성 및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



사회적학습과사회적기업가정신교육

 사회적 기업 교육가의 6대 핵심원칙

1. 사회적 기업가에게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도록 노력하라
 참가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설계하고 진행하라. 그렇게 되

면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에서 벗어나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자들은 ‘학습자’로서의 사회적 기업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2. 학습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하라
 특히, Wenger  et al. (2002)가 제안한 대로 공통 및 개인 공간의 조성, 규칙적인 활동 기

획, 가치의 확인, 친목과 흥미의 유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정체성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공동체의 구축은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험/

가치 공유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사회적 기업가와 상업적 기업가가 함께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두 집단이 긴장 속에서 차이 확인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점을 부각하라

 두 집단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대상인 사회적 기

업이 특정 지역만을 다루는 경우, 두 집단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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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학습과사회적기업가정신교육

 사회적 기업 교육가의 6대 핵심원칙 (계속)

4. 선발과정은 프로그램 목적과 사회적 기업가의 동기가 일치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자원 및 시장에 대하여 경쟁적인 기업가들은 심리적 안정감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개방형

커뮤니티(학습 공동체)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역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경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5. 사회적 기업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활동과 교육방침을 구성하라
 단기간의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의 근심걱정 극복과 신뢰와 친목의 구축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 경우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경험을 위주로 편성해야 심리적 안정감 확보에 효

과적이다.

 특히 낙후지역의 참가자들의 경우 학습활동 자체에 배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학습 공동체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프로그램 전반에서 반성적/비판적인 사고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라.
 프로그램이 상위 레벨의 사고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학습 공동체의 기본

공통 원칙(shared repertoire)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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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창업자및전문가인터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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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창업 중이거나 예정인 청
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관련된 니즈
를 조사하여 본프로젝트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조사 방법

1시간 동안의 면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BEI(Behavior Event Interview)기법과 은유추출기
법을 통해 대상자의 잠재된 영역에서의 니즈를 도
출하였음

주요 질의 내용

<은유추출기법> 조사 대상자에게 특정 대상,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오라고 주문한 후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기법. 은유를 추출하기 위한 인터뷰는 객관식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므로 기존 설문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는

불가능하나, 10명 내외의 대상자들과 1~2 시간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모(母)집단을 대표하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음

(Source : Gerald Zaltman(2004), How Customers Think)

조사 대상

• 청년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로서 다양한 교육
수혜 경험자 Pool 中 본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 받아 인터뷰 진행

• 총16명

• 현재 창업 상태에 대한 이해
• 미리 확보하면 좋을 사업 관련 역량
• 현재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
• 창업 후 경험한 성공 및 실패 사례 내용
• 창업 교육과 관련된 기타 내용

<BEI 기법>

BEI기법은 행동사건면접기법으로 해석되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행동(업무 패턴), 경험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인터뷰 방법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 또는 창업예정자들이 생각하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이와 관련된 의견(불만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대상층에게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인터뷰시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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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뷰 대상자는 직접 경험(여행)을 통해 창업가로서 미래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것을 피

력함.

특히, 현장 경험의 중요성과 든든한 멘토의 필요성을 나타냈음.

질문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상태)을 표현하는 이
미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

답변 : 

체게바라 평전을 읽고 쿠바를 여행함.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젊은 생각을 했었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있을 텐데, 막상
가보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과연 여기 있는지...

~(중간생략)자기는 젊을 때의 꿈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통해 그때를 보고 힘을 얻는다고 함. 창업 초기 든든한 멘토
가 있었던 것. 현재 사회적기업에 멘토링을 많이들 하는데, 
그들은 말만하고 신경 안 쓰는 말들이 많음. 과정 학생 중 멘
토링 경험을 얘기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함. 교육 프로그램보다 멘토 자체의 성향이나 자세와 연관된
점임.
체게바라에서 만델라로 넘어 간 것은, 패기에서 벗어나 장기
적인 관점을 가지려 하기 때문. 체 게바라는 실질적으로 세
상을 바꾸지는 못했음. 너무 짧았음. 좀 더 완만하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음.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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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뷰 대상자는 직접 경험(해외 창업)을 통해

창업가로서 실질적인 창업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특히, 현장 경험의 중요성과 경험 과정에서의 자아 성찰의 필요성을 나타냈음.

답변 : 

24세~30세 6년 간 호주 체류. 공부와 일(창업, 취업)을 했음. 
예를 들어, 운전을 한국에서 할 때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지
만, 시드니에서는 지도가 머리에 그려짐. 시드니가 머리에
많이 남아 있음. 

‘행복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 호주 영주권 신청
시점임. 돈 많이 벌어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보
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생각했었음. 

이런 곳에 마을을 이루어 노인들 - 내가 노인 될 때 이게 완
공된다면, 나의 동창 내지는 친구들 같은 내가 사랑하는 사
람들과 이 안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립 자족하는 마을. 이
런 형태가 외국에는 많이 있음. 영국에서 시작된 ‘캠프힐’ 마
을 형태. 

질문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상태)을 표현하는 이
미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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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재미 그리고 독창적인 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

음.

특히, 프로페셔널 마인드의 중요성과 자기 행복감의 필요성을 나타냈음.

답변 : 

이런 느낌의 여성. 자유분방, 자신의 일을 할 때 프로페셔널
한 여성. 평소에는 서핑을 즐기는 등 휴양지 같은 느낌이 나
는 여성. 나이는 너무 어리지 않은 20대 중후반. 라이프 스
타일은 평범하지만 자유분방. 현재가 이렇다는 것.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 술도 좀 마시고.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운 게 넘쳐나야 이로운 것에 의미가 더
생길 것. 우리회사가 만족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가치나 공
동체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함. 

자유분방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 사진에 다
담아낼 수 없었겠지만, 인물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연륜이 쌓여있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볼 수 있음. 

질문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상태)을 표현하는 이
미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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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뷰 대상자는 영리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였

음.

특히, 효용성 높은 정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음.

답변 : 

벤처와 게임 쪽 모임만 가게 되다가 사회적기업 파트 쪽을 알
아보게 될 때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음. 모임이 어
디서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흐름을 알기가 어려웠음. 어디가
괜찮은 곳인지 알기가 어려웠음. 00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
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기 입주기업들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막상
내부 사정을 보니, 여기 어렵구나 조만간에 문 닫겠네 이렇게
됨. 

들어오고 느낀 게, 영리와 이 영역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낌. 
결국 창업주와 내가 만드는 사업의 초석과 마음가짐의 문제
인 것. 사업 자체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 사업계획서 잘 쓰
고, 영업능력 좋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성공. 영리기업의
역량이 여기서도 통한다는 것. 단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지
하는 능력은 차이가 남. 

질문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상태)을 표현하는 이
미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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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뷰 대상자는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를 피력하였음.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실한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음.

답변 : 

화환. 기존에는 안정된 대기업의 보여주기 위한 삶을 추구했
었더라면, 화환의 tag처럼 보여주기 위해 평가되는 꽃.

공대 출신이라 공학적 일을 했었음. 반면, 사회약자들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았음. 공학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장
애인 부서, 쪽방, 공부방, 탈북민 봉사일을 했음. 공학과 소
외계층 일을 할 때 괴리가 있었음. 공학은 돈이 따라가는 학
문. 돈이 없는 곳에 공학은 있을 수가 없음.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고 싶고 그게 재미있는데, 공학은 돈이 좌지우지되는 학
문이라 괴리가 있었음. 그래서 그냥 갔음. 나중에 돈 벌어서
이들을 도와주기로 하고 내 인생을 먼저 챙겼음.

5년 후 민들레는 보여주기보다 자기의 씨를 퍼트려 좀 더 가
치를 활성화하고, 꽃은 이로운 것이고, 자연 안에서 꽃이 번
식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로워진다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것보
다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뜻에서 꽃을 비교했음. 나의 삶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음

질문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상태)을 표현하는 이
미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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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사건 중심의 인터뷰에서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음.

특히, 멘토링 제도 개선, 조직 내 파트너 존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우리를 예뻐해 세세하게 법인 설립 등의 과정을 알려주고, 사람도 연결해주고, 
조직 및 기업 경험이 없으므로 그 회사에서 인턴도 시켜줌. 이처럼 실질적인 셋
업을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창업 초기 든든한 멘토가 있었던 것. 현재 사회적기업에 멘토링을 많이들 하는
데, 그들은 말만하고 신경 안 쓰는 말들이 많음. 과정 학생 중 멘토링 경험을 얘
기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함. 교육 프로그램보다 멘토 자체
의 성향이나 자세와 연관된 점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 구할 사람이 없었음. 인력관리에 대한 자문. 당시는 어렸
고 몰라서 속으로 힘들어 했음.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분
들이 필요함. 

나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단이 힘듦. 지금 그 회사는 잘 돌아가서 그때 내가
잘 한 것 같지만, 당시는 힘들었고 잘 몰랐음. 그 때 필요했던 것은 그것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 

필요한 시점에 편하
고 쉽게 우리의 사
정을 알고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멘토

조직 내 든든한 파
트너(사업의 동지)

우리 조직은 멘토가 너무 많은데, 그들은 잔소리가 너무 많음. 멘토들끼리
는 서로 모름. 창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멘토링이 의미 없다는 얘
기를 많이 함

멘토가 전문적인 멘토링을 못해주고 살짝 케어하면서 술 마셔주는 정도. 나
중에 귀를 닫게 됨. 듣기 싫음. 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너도 해봐 라는 식으
로 반응하게 됨.

현실 대응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멘
토링

인터뷰 내용 내용 요약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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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 방법. 기업 내부에 대한 미션이라든지 이메일 커뮤니케이
션 방법이라든지 등의 정리. 제 조직의 성향이 있었으면 좋겠음. 도움이 되는 건
케이스 스터디. 각 사업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조직만의 성향이 갖춰져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 

전략보다는 각자 하나하나의 리더가 되었으면 함. 직원이 아닌, 다들 팀장이었으
면 함. 자기 일을 자기가 매니징 할 수 있는 단계.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과 결정
권을 많이 가지고, 내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음. 

이름에 ‘님’ 붙여 호칭. 다른데서는 내가 대표인지 모름. 직원 개인의 미션이 기
업의 미션일 필요는 없음. 이런 미션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행복하
게 생각했으면 좋겠음. 의사결정 할 때, 미션이 다르면 의사결정이 달라지더라. 
인력 채용 기준은, 대학생 때는 추천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스킬측면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음. 경험자 위주로 뽑았음. 

시민 쪽이나 사회적기업만을 위해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영리기업 쪽
진로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는 생각이 쭉 있었음. 필요한 리소스
를 고민 중. 삶에서 묻어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모르니 앞으로 노력할 생각. 

대학생과 노인을 매칭하려는 계획. 하루 5~10분간 대화를 하게 하고, 주제는
국가 복지정책 등 수집해서 노인에게 복지정책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
려줌. 대학생들이 제공받는 것은 노인들에게서 수집된 정보들이며 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유투브 채널 이용해 만들어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이를 실버 컨서어지 서비스로 연결하여 진행
할 생각임. 

구성원과의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 방
법
(조직문화 구축)

구성원의 역량 개발
에 대한 지식(주인
정신 함양 등)

창업 의지의 명확화
를 위한 다양한 직
접 경험

인터뷰 내용 내용 요약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구성원 역량 개발, 직접 경험을 통한 다
양한 사고
방법 확장이 필요함을 나타냄.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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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뽑혀서 지원받았음. 그래서 사업을 시
작했는데, 돈이 안 됨. 서비스라는 게 현금이 돌아올 때까지 정체시간이 걸리는
데, 그걸 버티는 시간이 힘든 것. 결국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해서 국가의 투자를 받
으려 알아봤는데, 해외에 투자되는 자산에 대해 이 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
다며,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함.

나는 학교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이 친구가 남은 4~5개월을 혼자 세팅해서 진
행해야 했음. 그렇게 되니, 점점 힘들어짐. 같은 생각을 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며칠 전 그 친구와 만나 얘길
했는데, 혼자서 거기에서 힘들었었다고 함. 내가 만일 거기에 있었으면 모르겠
는데, 둘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그 친구 혼자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 사사건
건 힘들었던 것. 

계획에 비해 실제로 해볼 때 비용과 부채의 차이 등이 느껴졌음. 기업이 생산한
이익을 마음대로 해외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가
능하게 하려면 결국 돈은 딴 나라에서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가능했던 것. 이건
안 겪어보면 모르는 것.

누구나 회계사/변호사 등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킴. 나는 회계공부를 꽤 해서 괜
찮지만, 잠깐씩 1~2시간 강의를 통해 얼마나 회계 공부가 될까? 

이윤 창출의 빠른 경험
을 통한 사업 성취감 체
득

직접 사업 경험을 통한
인적 측면 문제의 극복

단발적인 강의는 효과
가 낮음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독서가 중요함.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독
서가 큰 효과를 발휘함

스스로 시작하는 독서
를 통한 성장

인터뷰 내용 내용 요약

직접 사업 경험을 통한 이윤 창출 경험,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독서 등을 통한 역량 개발

경험, 단발성 강의의 낮은 효과성 등의 의견을 표출함.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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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는 케이스일 뿐. 바투도 북스포브론디도 케이스로 만들면 그럴듯하게 나
옴. 성공요인으로 뽑은 게 그럴듯한 성공요인이 됨. 그 간의 시행착오는 거기에
없음. 케이스는 기업에서 공개를 허락한 한정된 정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 

성공했다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보면 다 비슷비슷함. 일하다 싸웠다는 것도 진
행과정으로 얘기함. 나의 경우 같이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각자의 이유를 대며 나를 압박하기 시작함. 

우리 같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협상의 한계가 있을 테니 어떻게 관리를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유통론’임. 모든 실패를 다 겪어봐서 마음이 쓰
임. 

강의 내용은 실제 사례를 다뤘으면 함.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업과 비슷한 케이
스를 그 케이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음

케이스 중심의 교육 필
요
차별화된 케이스 교육

으로 구성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외에 현장 전문가
와의 교류 기회 확대 필
요

사업 현장에서의 문제
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기회 필요

조직 구성원과의 팀워
크 형성을 위한 실제적
인 프로그램

독서리스트가 있음.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에게 독서를 권장함. 피드백 훈련 같은
것도 실시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음. 또한 창업 초기에 팀워크 향상
을 위해서도 거주지가 같으면 좋음.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함. 그래서 서로 이해
도가 높음

인터뷰 내용 내용 요약

차별화된 케이스 스터디의 필요성, 현장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실

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표출하였음.

인터뷰결과분석_(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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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자주 바뀌어 왔음. 그래도 지금은 좋아졌음. 실질적인 조직 관리, 시
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실패는 좋지만 피해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음. 같은 경험을 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 조직을 잘 이해하는 멘토 또는 같은 경험을 먼저한
선배 경영자의 노하우가 필요함

나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낌. 하
루하루 직관적인 선택이 반복되는 느낌임. 이런 것의 축적이 우리 조직이 잘 가
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현실적으로 수익이 적다 보니 소셜 가치 구축에 대한 열정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함. 조직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소셜 가치 추구에 대한 열정을 굳
건히 할 수 있게 끔 외부 지원이 필요함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이종 업종끼리도 네트워킹이 있으면 좋겠음. 큰 틀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한
지식 필요(시스템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
한 교육이 필요함

관계형성(유사 업종, 이
종 업종 모두 포함)을
위한 기회가 필요함

소셜 미션에 대한 열정
을 유지 & 강화하기 위
한 교육 필요

업무의 시스템화 방법, 대외 기관 및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기획 마련, 소셜 미션에 대한 의지

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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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은 그냥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듯. 1년차부터 뭘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잘 안
됨. 나도 아파트 시작한지 이제 2년차. 1년차 때는 그냥 여기 와서 있었음. 텃밭
가꾸고 화분 만들고, 동네 같이 하는 분들도 우릴 하는 일 없이 이상하게 볼 정
도로. 그러면서 관계 트는 시간을 가졌음.

지원사업 안에 있으면 1년 단위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잖나? 그러다보면 아이템
이 주력하게 되고 많이 흔들리게 됨. “사회적가치가 먼저”라는 말을 느끼는 게,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뭘 해도 방법이 나오는데, 아이템만 있으면 망하게
됨. 찾고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나머지도 각자의 기술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자고 했음. 작은 규모의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 작업도 하면서, 만날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그렇게
청년들 만나면서 접점만 만들면서 가보자고 했음. 

조직 내 다른 곳에 있어봤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니 궁금했고, 해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 들어와서 본 건 진짜 많은 복지서비스의 경험. 그러
나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역할이 각
센터들의 복지서비스를 맞추는 것.

멘토는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가장 좋음. 지난 번 임대아파트 하셨던 분께 자문
받은 게 좋았음. 그 분이 15년 해봤는데, 조직화고 뭐고 안 된다고 했음. 오히려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게 복지 측면에서 그나마 낳은 거다 해서 포기했
음. 마음이 편했음.

이미 써 놓은 제안서.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에게 제안서들 모두 달라고 해서
보고 공부했음. 샘플이 중요함. 제안서도 멘토도.

동종 업종 및 경험 보유
한 멘토의 필요성 높음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즉시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는 사람 필요(예: 실
시간 컨택 가능한 맞춤
식 멘토 Pool)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목표를 향해 도전
하려는 의지

창업교육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멘토의 역량 중요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

요함을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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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 멘토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끼리 학
습동아리를 만들어 주는 게 큰 힘이 될 것임. 교육적인 프레임에 집어넣어,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 안에서 CoP(Community of Practice)활
동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걸 지정해 주는 것보
다 자발성을 높이는 게 중요. 식비나 외부 강사료 지원 정도로 지원도 최소화. 
최소한 만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이들이 알아서 할 것. 지원의 매니저로
서의 역할을 컨트롤타워에서 해주면 좋을 것. 

멘토를 발굴하고 키우는 게 자산이 될 것. 멘토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그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활동해도 좋겠음. 멘토는 경험의 축적이 중요함. 2년 정도의
한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중요함.

설계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자원을 동원해 기록하여, 
사례집처럼 과정 전체가 정리될 필요가 있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나가는
구나 하는 성장스토리가 담기는 것. 

멘토의 발굴과 육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작해야 함

창업가들 스스로가 학
습하는 공동체(CoP)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스
토리가 기록을 통해 공
유되도록 함

성공경험은 다들 많음. 뭐가 어려웠고, 왜 여기에서 실패했는지, 깨닫는 것이 중
요. 이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무너져도 된다는 것을 자유롭게 알려줬으면 함.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함. 

또한 멘토의 발굴 과정부터 육성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중요성을 나

타내었으며, 학습 과정으로서 공동체 학습 방법(예, CoP)의 응용도 권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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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함. 나가서 고객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는 걸 선호
함. 그런 태도가 중요하며 오직 실행력만 봄. 그런 태도가 있는 경영진을 선호
함. 나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오는 사람. 그것만 봄. 

한 번 정도는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exit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
음.

즘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선수보다 코치가 더 많다는 것. 코치가 될 만
한 경험이나 역량이 전혀 없이 코치만 하겠다고 하는 것. 그라운드에 선수가 없
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임. 당연히 선수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수
인 게 당연. 그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음. 코치가 많아지는 것보다 선
수가 많아져야 함. 그들이 성공경험을 쌓아야 그들이 코치가 될 수 있는 것임. 

첫째로 교육이 취약점이다. 한 사람이 완성도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시작단
계에 도달하기까지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현재 창업과 투자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킬을 전달한다. 이렇게 가
장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게 가장 중
요한 차별점이기에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있다.

실행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멘토의 역량 중요성 강
조: 예) 창업 경험 보유
자

교육 내용 및 강사진 차
별화 필요:

예) 실제 창업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강
사와 그의 직접 경험 스
토리가 중요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강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은

물론 강사진의 차별화도 중요함을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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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이슈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음

시사점

직접 경험을 반영한

교육 과정 설계

실효성 높은

멘토 시스템 필요

자기 효능감

제고 프로그램

(작은 성공 체험)

젊은 (예비)창업자들

눈높이 반영한

교육 과정 설계

전문가 이슈

일반적 강의는 강의 그 이상이 아님

급할 때 필요할 때 멘토가 있어야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멘토

매출이 저조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한 성장

자유분방, 재미, 독창적인 분위기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교육

함께 같이 배워가는 교육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실효적 교육

장기적인 측면에서 멘토 육성

교육 내용과 강사진의 차별화

동 업종 및 경험 보유 멘토

창업 경험 보유자로서 멘토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 강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매출 창출의 빠른 경험

현실 안주하지 않는 도전 의지 제고

인터뷰결과분석_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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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결과분석_시사점: 이슈별요약(1)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미션과 비전을 확립하고 확신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함
 왜 사업(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지를 사전에 강력하게 확인해야

함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함

 창업 방식에 대한 친근감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함

 공동체나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이 지지 받고 있으며 동료가 있다는 느낌이

중요함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 아이템이 중요한 것은 아님

 사업가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함

 팀 구성 및 조직운영
 개인별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함: 성격이나 이에 적합한 조직 문화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

 조직 내에서 인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함

 필요한 인력을 구해주거나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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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결과분석_시사점: 이슈별요약(2)

 멘토 및 멘토링
 항상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함

 파트너 또는 멘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멘토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필요함

 멘토와 멘티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함

 멘토는 멘티의 문제를 공유하고 같이 풀어야 함

 시점과 창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멘토가 필요함

 멘토의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핵심적임
 규모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순환 과정을 한 번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함

 자신의 사업을 미리 경험한 멘토와 이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모방

하는 것이 중요함

 특정 분야의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약간 더 경험이 있는

멘토들도 필요함. 이것은 자신의 상태에서 최근접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멘토의 구분은 (1) 경험의 전문성과 (2) 자신의 사업 단계와의 근접성으로 나누어 지게 됨

 하지만 현재 좋은 멘토의 존재는 매우 희귀하며 사회적 경제내에서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멘토의 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

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가 같이 성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사업 측면에서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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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결과분석_시사점: 이슈별요약(3)

 사업 관련 역량 향상 관련
 핵심역량을 스스로가 보유하는 것이 필요함

 매출을 최대한 빨리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작은 매출이라도

완결성을 띄고 발생하는 것이 중요함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잡지 않고 큰 방향성만 가

지고 단기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며, 회고를 하는 정도에서 매주 사업에 대해서 논

의하며 그 때 그 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함

 경영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조언이 필요함

 인큐베이터는 기본적인 경영 전문 서비스(Shared service)를 제공해야 함
 법률, 홍보 등과 함께 인력 채용이나 재무, 회계 및 세무 등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공 및

대행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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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결과분석_시사점: 이슈별요약(4)

 교육 과정의 성과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함
 성공과 실패를 모두 전달하여야 하고 창업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과정을 겪으면서

회고의 과정을 필요로 함

 특히 액션 러닝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액션 러닝이나 체험형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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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및 Teaching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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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대상

 본 과정은 2명씩 한 팀으로 하여, 최대 5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임
 현재의 예산 규모에서는 최대 5팀, 총 10명이 한계임

 창업의 2, 3단계의 A, B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임
 A그룹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완성하여 실질 매출을 발생시켜서 B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임. 정형화된 컨설팅이 필요하게 됨

 B그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특화된 컨설팅이 필요하게 됨. 목표는 B단계에 있는 팀을

C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임

 1차년도 초기 사업에서는 A그룹만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추후 2차년도부터 B그룹

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과정을 확대하게 됨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과정이 안정화된 뒤, C그룹을 포함하여 과정이 확대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임

 기본적인 경영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 해

결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높아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업팀을 대상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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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창업시도 매출 없음 실질매출발생

(비정기적)

반복매출발생

(소액)

성장

사업모델 완성

A B C

2단계 : 준비1단계 : 시작 4단계 : 성장3단계 : 자립

1년 차 과정 2년 차 과정



참고: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와지원

79

자료: 희망제작소

<창업심화과정의 대상>

<그림>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필요사항



창업심화교육과정: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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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인프라/시스템(예: 사회적경제지

원센터)

Project program1
작은 모금 해보기

인턴십 program
Project program2
작은 가게 살리기

Project program3
작은 사업 해보기

C a s e  S t u d y

R e a d i n g

M e n t o r i n g

[1년차 과정]
작은 성공의 경험 Small Successes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서 운영)

[2년차 과정]
큰 도전의 경험 Big Challenges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회적 지식 강화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강화

<창업심화 교육과정 커리큘럼 구조: 2년 과정>

분야별 창업 이슈 해결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 구축 지원

[모듈형 컨설팅]

소셜
미션
및

비전
다시
점검
★

창업
과정
다시
점검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개요

 창업심화과정: 1년차, 타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 교육 과정
 (1) [2개월] 소셜 미션 및 비전을 재점검하고 창업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

 사회적 문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어 향후 해결책을 찾는 기준을 삼음

 창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지는 과정이 필요함

 (2) [4개월] 경영능력의 향상이 필요함: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함. 다음의 프로젝트 모듈 중에서 선택적으로 설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프

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만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음. 
 작은 모금 해보기: 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킴

 작은 가게 살리기: 예) 지역의 영세가게를 컨설팅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킴

 작은 사업 해보기: 예) 2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10%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킴

 작은 게임 해보기: 예)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경영 전문성을 향상시킴

 (3) [6개월]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확장이 필요함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서의 인턴십을 통해서 사회적 지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높음

 독서나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서 경영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함

 (4) [과정 내내 지속됨] 멘토링을 통해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적 지원과 전문적

지식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함: 사회적 기업가 정신 고취 필요
 멘토링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게 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단기 집중 워크샵이 필요할 수 있음: 멘토팀과 창업팀의 합의

로 진행이 되면 이 경우 다른 팀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임
81



2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개요

 창업심화과정: 2년차, 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2년차의 경우에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 보다는 창업팀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게 됨
 외부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의 활용이 높은 기간임

 자신의 사업 만들기 과정: 분야별 창업 이슈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내부역량 강화(비정형분야, 맞춤형 컨설팅과 통역사가 필요함)

 외부역량 활용(정형분야, 주치의 진단에 의해서 판단가능)

 비정형분야에 대해서는 멘토+컨설턴트의 합동 컨설팅을 수행하게 됨
 멘토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고 사업계획을 실천가능한 수준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며, 사업계획이 현실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지

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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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개요(계속)

 정형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DIY Workshop for Social Business를 활용함
 1일차: 공통교육(예: 회계기본교육, 타기관에서 연계수강) “Basic”

 기본적인 교육은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함. 특히 이번에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 교육 과

정”이 의미 있게 연계될 수 있을 것임

 2일차: 1일 집중컨설팅 (자신의 회사에 맞는 회계 시스템 만들기) 

Construct/Create/Make”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조직, IT,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창업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함

 예: 회계 DIY Workshop의 경우, 특정 창업팀의 회계적 상황을 반영하여 특화된 회계 시스템을 구

축해 주게 됨. 창업팀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자신만의

회계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학습해서 만드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적/

비용적 관점에서 효율적임

 3일차: 1일 조직원 교육 (회계 시스템 사용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Use/Utilize”
 예: 2일차에서 만들어진 회계 시스템을 회계 담당자만 이해하고 있다면 회계 담당자가 없거나 일

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맞춤형 회계 시스템에 대한 조직원 모두

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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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영국 SSE와의비교

 영국 SSE와 창업심화 교육과정의 교육 모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S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

록을 참조
* 동일한 색상은 유사한 성격의 교육 모듈 및 시스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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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학습
(Action Learning)

경험 과정
(Witness Session)

전문가 과정
(Expert Session)

현장 방문
(Project Visit)

개인별 전담교사
(Personal Tutor)

멘토링
(Mentor)

집중 교육과정
(Intensive Study)

졸업생 동문조직
(Fellowship 
Network )

기타 지원
(회의실/도서관 등)

1년차 과정 : 작은 성공의 경험 2년차 과정 : 큰 도전의 경험

영국
SSE

창업
심화
교육
과정



다른과정과의차이점

 창업심화 교육과정은 멘토링과 실습에 집중된 과정임
 KAIST SE MBA 과정은 이론, 멘토링이 중점적인 과정임

 다른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과정은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중점적인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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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멘토링 실습

네트워킹

창업심화 교육과정



참고: 교육방법비교

 교육방법 비교: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게임

86
출처: Cadotte (1995)

강의/교재 사례 연구 시뮬레이션 게임

강조점
언어
비즈니스의 도구

상황 분석
문제 진단
문제 해결
전략적 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략 및 솔루션의 시행
전술의 경영
팀워크

내용

개념
원리
이론
분석적 도구

결정 상황
- 다양한 시나리오와 맥락
- 복잡한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호의존적 의사결
정
단계적(시간별) 이행 및 연속적 조정

교육 방법

지식 획득
순차적인 지식의 제시
수동적 인지
- 듣기
- 읽기
- 암기
고도의 구조화된 교실
- 낮은 불명확도
정의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결정

비판적 사고
통상/중요 의사결정의 순차적인
분석
능동적 인지
- 분석
- 토론
반(半)구조화된 교실
한정된 문제 및 기회
- 높은 불명확도
논리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결정

의사결정 및 경영
상호의존적 의사결정의 동시적 처리
능동적 인지 및 감정
- 예측된 리스크의 감수
- 의사결정의 책임
비(非)구조화된 교실
- 정의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문제 및 기
회
- 복잡성이 높을 수록 인과관계의 인식이
어려움
- 아주 높은 모호성
산출물에 의거한 옳고 그름의 판단;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변화
- 재무적 성과
- 시장(판매) 성과
- 성과 측정이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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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사례 연구 시뮬레이션 게임

장점

효율적
- 다수의 아이디어
- 다수의 수강생
- 교수진의 준비 노력 최
소화
교수진간에 표준화
- 공통의 교재
문자 기반의 강의
- 다중 선택 시험
테스트로 결정되는 학습
속도
- 학습이 지연될 수 있음

현실과 가까움
- 실제 의사결정 상황
- 정보의 취사선택
- 문제의 식별
- 문제의 해결
- 기능 초월적 이슈
동료간 관계 (그룹 사례)
- 리더십
조직
- 분석
- 소속감
- 팀워크
- 작업 책임의 분담
- 협력의 필요성
다양성에의 노출
- 의사결정 맥락
- 산업
할당에 의해 결정되는 학습 속도
- 사례 연구의 정기적 진행
- 꾸준하고 잦은 작업량
작은 학습 기회의 제공
- 사례 연구는 핵심적 의사결정, 
관계된 이슈 및 상충관계를 예시
함
지적인 도전이 학습에 기반한 자
신감 형성에 기여
- 대화와 설득
- 문제 해결
- 논리적 사고

실제 관리자의 역할과 가장 가까움
- 실행에 집중
- 행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
- 예산과 현금흐름으로 작업 수행
- 연속적인 능숙한 조정 능력의 필요
동료간 관계
- 리더십(비전, 이니셔티브, 조율)
- 팀워크(기능적 책임의 분화, 기능적 설명
능력, 확대된 상호 의존성 (10~15주), 잘못
된 의사결정의 해결, 긴장의 해소)
- 의사결정의 미묘한 차이점 인식(중복된
의사결정, 시간 단계별 이행, 현금흐름 제
약 등)
의사결정 기한으로 결정되는 작업 속도
- 현재의 의사결정이 중요
-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지연될
수 있음
작은 학습 기회의 제공
- 의사결정 맥락과의 친숙도 향상
- 참여의 의거한 수용적 태도
- 개인적 관계에 의한 상호 이해
개인적 이해관계 및 경쟁심의 유발
수강생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이 현실적이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가정
좁은 세계관을 가진 수강생들에게 비즈니
스 의사결정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게 하
며, 의사결정, 리스크 감수, 운영 경영 등에
대한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

참고: 교육방법비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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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사례 연구 시뮬레이션 게임

단점

다음 측면에서 발전이 제
한적
- 지식의 통합
- 전략적/비판적 사고
- 창조성
- 동료간 관계
- 문제해결
- 리스크 수용
- 의사 결정
- 경영 스킬
교수진에게 반복적

강사진 또는 컨설턴트 유형의 훈
련
- 문제 인식에 초점
- 실행에 대한 책임 부재
- 팀 구성원의 경영 부재
- 리스크 수용 필요 부재
- 기능 초월적 이슈
단일 기능 중심적이고 질적 요소
가 적은 양적인 개별 사례연구 준
비는 경쟁적이고 비협동적 행동
을 유발시키며,
다음에 대한 수강생들의 근심을
확산시킴
- 비구조화된 문제로 상세 요소에
집중
-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 수업에서 스킬과 지식을 드러내
는 것을 꺼리게 됨,
- 세부 요소의 분석, 논리, 대화 능
력으로 측정되는 성과에만 집중
하게 됨,
- 준비를 어려운 일로 여기게 함
교수진의 어려움
- 방대한 준비량
- 수업이 비교적 구조적이지 못함
- 빠르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함
- 신뢰성있는 분석을 제공해야 함

경험의 다양성에 제약
- 단일 산업 시나리오
- 한정된 전술 및 전략적 의사결정
대규모 시뮬레이션의 개발은 매우 비쌈
연습의 길이는 시뮬레이션 경험의 실용적
인 수를 제한함
다음에 대한 수강생들의 근심을 확산시킴
- 즉각적이고 완전한 몰입
- 모든 요구에 대한 집중
- 문제의 실마리가 잘 구조화되지 않음
- 계획을 수반함
- 실수를 동반함
- 팀 구성원, 경쟁, 활용 불가능한 정보에 의
존하는 결과물로 측정되는 성과
-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변화
시간 집중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
긴 시간의 학습 프로세스
연락을 유지하기 어려움
- 게임의 복잡성
- 동적 환경
수강생의 불편함을 관리해야 함
다른 교수진의 반대
- 방법론 및 가치에 익숙하지 않음
- 비구조화된 활동
- 한정된 교실 학습
- 수강생간 연락의 감소
- 시뮬레이션은 집중력 및 시간 측면에서
다른 수업 방식과 경쟁함
- 시간이 많이 소요-연구 및 출판과 경쟁함

참고: 교육방법비교(계속)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소셜미션및비전재점검

 소셜 미션 및 비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
 목적: 소셜 미션 및 비전을 재점검하고 확고하게 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자 함

 Teaching Guideline
 특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매주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만약 각 주차 별 질문에 대해서 답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적 미션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미션과 비전이 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왜’라

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일단 어느 정도 만족되는 수준이 되면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업 심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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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소셜미션및비전재점검(계속)

 진행 과정: 각 회에 대해서 최소 2주씩 최소 총 8주가 필요함
 1회: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

하고 분석한다. 
 현재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

을 수행해야 함
 소셜 이슈 인식 지도 그리기(mapping 작업하기):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2회: 사회적 문제가 개인적인 삶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기술
하고 분석한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함

 스토리텔링 관련 방법들을 활용하기

 3회: 미션을 완성한다. 
 미션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의사결정의 원칙과 기

준으로 활동될 수 있어야 함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 (열띤 논의가 이뤄지도록)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

람[선의의 비판자 노릇을 하는 사람]) 역할을 멘토와 멘티가 번갈아 수행함으로써 미션에
대한 강력한 견고성(robustness)를 가질 수 있도록 함

 4회: 미션을 달성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달성되는지를 생각하고 결
과적으로 어떤 미래가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하여 비전을 완성한다. 
 미래의 모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깊게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래를 상상하는 법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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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소셜미션및비전재점검(계속)

 사회문제론 기본 학습
 사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사회문제의 본질: 개념, 동향, 특성, 분류
 사회문제의 이론: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문제의 접근방법: 기본원리, 원인적, 이념적, 현상적 접근, 유형별 분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학습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

 일탈행위, 범죄, 청소년비행, 성매매, 정신질환, 약물남용,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빈곤, 성차별, 소수자문제(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탈북자)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
 가족문제, 빈곤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고령화문제, 보건의료문제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
 인구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 정보화문제

 미션과 비전의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 실습
 관심 있는 사회문제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관련 도서 및 기사

 사회문제 분석: 문제 현황, 기존의 문제해결 노력(제도, 조직), 기회 발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사회혁신과 무관할 수 있음.
 사회혁신을 위한 변화이론: 복제가능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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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창업과정재점검

 기존의 창업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
 목적: 기존의 창업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반

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창업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게 함

 Teaching Guideline
 이 과정은 창업 심화 교육과정 내에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추천하며, 시작할 때 1번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

면 전체 2년 과정에서 총 5번 이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0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창업 과정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아카이빙(archiving)’하고 이를 정리하

여 추후 다른 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사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모두 중요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이슈 및 문제와 이에 대한 답을 찾고

분석하는 방법과 과정을 모두 매뉴얼화하는 것이 중요함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소셜 미션 및 비전을 재확인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 구성이지만 소셜

미션 및 비전을 확인하는 과정과 기존 창업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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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창업과정재점검(계속)

 진행 과정: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함
 1회: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에세이 형

식으로 (창업에세이를) 작성함
 창업 에세이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

 2회: 창업 에세이에 대해서 멘토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뒤, 창업 에세이를 보

완하고 수정함

 3회: 수정된 창업 에세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멘토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

짐

 충분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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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창업과정재점검(계속)

 창업에세이 내용
 아래의 내용은 창업에세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자유로운 형

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게 됨
 PART 1은 창업 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되고, PART 2는 다음의 필수 질문에 대해서 기술하게 됨

 Part 2: 필수 질문
 1)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창업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시간 순에 따른 사업의 창업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

 2) 과거에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가치적 관점) 
 3) 그래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할 때의 문제점 및 이슈(재
무) 등은 무엇인가요?

 4) 그래서 앞으로(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목표, 현재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 등은 무엇인가요?

 5)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요? 
 6) 현재 하고 있는 일(업무)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7) 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가 미리 확보(배양)했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역량 측면에서 기술

해주세요.  (지식, 스킬, 태도 측면)
 8) 현재 위치에서 좀더 생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습득해야 할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술해주세요. (지식, 스킬, 태도 등)
 9) 지난 18개월 사이에 업무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을 생각해보시고, 몇 가지 성공 사

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10) 지금까지 경영 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경험을 기술해주세

요.
 11) 창업 과정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2) 창업 과정에서 어떤 지원(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기술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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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이론및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멘토링 이론적 배경
1) 멘토링의 개념

 사전적 의미 :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조력(助力)의 역할자인 멘토

(mentor)가 조력을 받는 사람인 멘티(mentee)에게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

 함축적 의미 : 멘토와 멘티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소통, 격

려, 지지, 조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역량, 가치, 가능성을 개발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상호 전인적 성장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멘토링의 유형
 비공식 멘토링 :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자연발생적이고 비체계

적인 매칭으로 이루어진 멘토링

 혼합형 멘토링 : 멘토와 멘티의 계획적 매칭없이 관계가 성립된 멘토링

 공식적 체계적 멘토링 : 조직적 차원의 공식적 멘토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계획적

이고 체계적 매칭으로 이루어졌으며 추진팀에 의한 과정설계, 진행, 평가 및 멘토와 멘티

간 협약서, 멘토링 실천계획서 등을 포함"
① 1:1 프로보노 멘토링: 1인의 프로보노가 1개의 사회적기업을 전담하여 사회적기업이 가진 애로점

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면대면,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활용

② 그룹 멘토링 : 2~3명의 프로보노가 그룹을 형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멘토링

③ 상담의 날 :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분야의 교육과 함께 특정분야의 애로점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면대면 상담진행

95



멘토링이론및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계속)

 멘토링 이론적 배경 (계속)
3) 멘토링의 기능과 효과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기능 : 멘토가 멘티에게 운영방식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지원(sponsorship), 지도(coaching), 도전적 업무

(challenging assignment) 부과, 그리고 노출(expose)로 경력개발에 도움

 역할모형 기능(role modeling function) : 멘티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역할을

이행할 때 멘토가 멘티에게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전해주고, 멘티는 멘토

를 준거의 틀로 설정하여 닮아가는 것으로 조직 내 역할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임

 전문적 능력 기능 : 한 개인이 특정분야에서 영향력을 갖도록 기술이나 재능을 지원

 현재 멘토링 시스템의 한계
 ① 지역별 위탁기관 간에 물리적 네트워크는 있으나 실질적 네트워크가 없음

 멘토 및 자원간 연계가 부족함

 ② 사회적기업가(창업팀)지원 환경은 조성되어 있으나 성공전략이 없다는 점

 ③ 멘토링을 위한 멤버십은 있으나 스킨십이 없다는 점. 
 멘토와 사회적 기업가(창업팀)의 공적 상담은 활발하나 사적 부문에 대한 스킨십 서비스

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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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 창업 심화 과정에서는 친구 멘토, 사외이사 멘토, 선배 멘토, 전문 멘토 등으로 멘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적절한 멘토를 배정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스킨십, 그리고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성공
적 창업 사례를 만들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인재 육성에 기여하여 또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시사점
- 창업 심화 과정에서는 친구 멘토, 사외이사 멘토, 선배 멘토, 전문 멘토 등으로 멘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적절한 멘토를 배정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스킨십, 그리고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성공
적 창업 사례를 만들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인재 육성에 기여하여 또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창업심화교육과정: 멘토링시스템

 멘토링을 위한 네트워크
 창업 조직 구조/네트워크

 창업팀 2인

+ 카운슬러 친구 멘토 1인(예: 경영대학 석박사과정) 

+ 사외 이사 멘토 1인(generalist) 

+ Network of specialists(선배 멘토, 전문 멘토 등)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의 조직이 필요한데 1인을 경영대학 석박사과정생으로 채움

 창업 조직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외이사 멘토”가 있음

 이에 추가적으로 선배 멘토와 전문 멘토가 추가됨

 멘토의 역할 및 원칙
 “소크라테스식 멘토링”: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함

 멘토의 역할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 주는 통역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컨설팅 또는 교육 전에 어떤 부분이 먼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도와주는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음

 듣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카운슬러의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게 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잠재 창업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업

가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스킨십 멘토링”의 필요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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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

 목적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하게 구현하고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계획서를 사업 진행 또는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완성시키고자 함

 Teaching Guideline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특정 기간 내에

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고, 멘토링을 하는 창업심화 교육의 전과정(1차년도, 2차

년도)에서 수행되는 것임
 필요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진행하게 됨

 따라서 워크숍은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

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됨

 사업계획서 개발 워크숍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숍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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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 진행 방법: 프로세스 가이드형
 1박 2일 워크숍이 기본적 형태임

 기본과정: 실습 목적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워크숍

 심화과정: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워크숍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완 작업: 9시간

 다른 팀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및 토론: 3시간~6시간
 역할 게임: 상대조를 정해서 심층 비판 및 방어 수행

 팀 내에도 찬성자와 반대자 역할을 설정함

 3인 1조(창업팀+친구 멘토)의 형태로 진행함

 활용 가능 방법론
 Benefit Innovation Toolkit: 사회혁신아이디어,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도출용으로 개발된

프로세스 ( http://benefit.is/b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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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Business Model Game: 아이디어 도출 가이드,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세스임. ICT 산업

용으로 개발된 솔루션 ( http://www.businessmodelgam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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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Board of Innovation: 보드게임. 아이디어 도출 가이드, 비즈니스개발 프로세스임. 

( http://www.boardofinnovati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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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2-Day Workshop 계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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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시간 세부 사항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What & Why

0.5일

- 동기부여, 입문적 예제
- 산업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 비즈니스 모형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How-to: 비즈니스 모델
고안 도구

0.5일

- 혁신적인 태도로 시작하기
- 다양한 기법에 대한 개요
- 16개의 비즈니스 모델 단위(블록)
- 사례의 심층 분석

비즈니스 모델 유형 0.5일
- 어떤 유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 Freemium, 중개, 광고 기반 등의 모형
- 비즈니스 모델의 혼합

인터랙티브 워크숍 및 조율 세
션

0.5일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고안과 개념의 평가 (그룹단
위)
- 결과의 조율
- 종합 세션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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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에서 제공하는 창업 매뉴얼: Start & Improve Your Business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Start & 

Improve Your Business 프레임워크를 각국 관계기관에 배포함
 사업 아이디어 고안 / 정보의 탐색 / 창업 및 발전 단계별 지침을 개인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대상 컨설팅

기관이 매뉴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배포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서워크숍(계속)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것을 유료로 도와주는 자동화된 사이트
 http://www.live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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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

 사례 연구의 하나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습하는 과정
 목적

 비즈니스의 전과정을 시뮬레이션 방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닥칠 경영적 이슈에 대한 사

전적인 경험을 쌓게 함

 Teaching Guideline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게 되는데 1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과제로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다양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필요한 도구를 멘토가 결정하여 수

행하면 됨

 실습은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6주 과정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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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비즈니스 게임 진행 과정: 기본적으로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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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의 실습

1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 개요 O O

2 마케팅 O O

3 생산/운영 O O

4 재무관리 O O

5 인적자원관리 O O

6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1박 2일 워크숍 O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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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기업 경영활동을 유사하게 모의화한 가상환경하에서 가상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

영지식과 경영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경영교육 컨텐츠(김상수·최
은지, 2010)
 현재 경영학과 정규 교육과정으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도입하는 학과가 늘어남.
 AACSB 인증을 받은 대학의 95% 이상이 교육과정에 활용 중임

 비즈니스 게임 교육의 기대 효과: 기업가의 사업 역량 제고
 기업경영의 큰 그림과 경영프로세스의 이해
 경영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리더십과 팀워크의 향상
 전략경영 마인드의 향상
 통합적 시각의 경영마인드
 예산 수립 및 현금 흐름 관리 학습
 고객가치 제안 및 제공에 대한 이해
 기타: 창업과정

 고도로 비구조화된 환경과 다양한 대규모 거래의 경험
 불활실성과 모호성이 지배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적응
 구조적인 상충관계(trade-offs)의 파악과 관련 의사결정
 제한된 정보상황에서의 위험 관리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비즈니스 게임의 분류
 규모

 대규모 게임(Full-scale Game): 비즈니스 전 기능부문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는 중장기 전략 게임

 소규모(Small-scale Game):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축약형 비즈니

스 게임과 마케팅, 생산운영,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국제경영, 등 비즈니스의 기능별로

특성화된 게임이 있음.

 게임 방식
 소프트웨어(Individual Software)

 웹기반 시뮬레이션(Web-based Simulation)

 보드게임(Board Game)

108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국내외 대표적인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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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외 Market Place 마케팅, 전략경영, 창업론, 제품개발, 공
습사슬관리, 전자상거래 등

http://www.marketplace-
simulation.com/

BTS 전략경영, 시나리오시뮬레이션, 보드시
뮬레이션, 산업별 시뮬레이션 등

http://www.bts.com/

Forio 전략경영, 생산관리, 변화관리, 재무관
리, 리더십/팀웍, 공급사슬, 변화관리 ,
마케팅 등

http://forio.com/

cesim 전략경영, 국제경영, 마케팅, 서비스업,
제조업경영, 프로젝트관리

http://www.cesim.com

국내 Biz-Master 전략경영, 마케팅, 생산, 재무 등. http://b2lsoft.co.kr/

HITMASS 마케팅 http://www.hitmass.net/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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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가 교육에 활용 가능한 영국의 시뮬레이션 게임

출처: http://www.cesim.com/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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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정 상황 의사결정

cesimOnService 중소규모
서비스업

창업론,
서비스경영

호텔 마케팅, 서비스품질, 생산용량, 수요관리, 인
적자원관리, 투자, 가격

cesimFirm 제조업 전략경영,
생산경영

제약업 마케팅, 수요예측, 생산계획, 재무관리, 물류,
품질 등

cesimProject 프로젝트
업

프로젝트관
리

프로젝트 시간, 비용, 품질 관련 의사결정

cesimBrand 마케팅 마케팅 스마트폰 시장전략, 제품/서비스, 가격, 광고, 유통 등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

cesimHospitality 서비스업 서비스경영,
호텔경영

호텔,레스토
랑

수익관리, 메뉴개발, 서비스개발, 판매촉진,
인적자원관리, 운영관리 등

 CESIM 비즈니스 게임의 개요
 도입상황숙달전략과 목적의사결정결론 및 분석

 웹기반 시뮬레이션 게임: 참여한 팀의 상호작용으로 게임 전개
 한 게임에 3~12개 팀, 팀당 2~8명 가능

 모든 팀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함

 모든 팀이 똑같은 시장, 자원 여건에서 시작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CESIM 비즈니스 게임의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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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Example: BusSim (http://bussim.org/)
 Geneva College의 David A. Jordan 교수가 만든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웹 기반의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페키지
 1단계: 입문용 Introductory Game

 2단계: 기능별 의사결정 Functional Decision

 3단계: 통합 의사결정 Integrated Enterpris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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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Simulation Modules of Bu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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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Example: Introductory Simulation of Bu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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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BusSim 성과 보고서(Perform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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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1) 비즈니스게임(계속)

 BusSim 재무 보고서: Finan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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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시뮬레이션교육사례(1): Biz-Master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전문 교육기관 Biz-Master에서는 한성대학교

및 기업들과 제휴하여 새롭게 인수한 기업의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보고서를 작성
 마케팅, 생산, 재무 측면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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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시뮬레이션교육사례(2): DMSG 컨설팅

 DMSG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단기 경영게임 교

육도 제공함
 2일간 16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팀 구성을 통한 그룹워크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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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

 사례 연구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이후에 사례 분석 및 집필 과

정이 진행됨
 사례 연구는 2년차에도 동일하게 수행하게 됨

 1년차에는 주로 사례 분석을 2년차에는 주로 사례 집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분석 및 집필의 경우 토론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아

카이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정기적인 스케줄이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1달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사례 분석 과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그리고 이 경우 사례 선정에서부터 사례 분석과 발표 및 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 모든 과정은 창업팀과 멘토팀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다른 팀들과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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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 연구 중 사례 분석 과정
 사례분석 (Case Analysis) 목적: 기업사례를 통한 경영교육방법

 사례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방법
 Heuristic (Not Algorithmic), Contextual Factor 중요, Fact-Based   

 사례분석 방법 및 지침
 주어진 상황과 진행된 활동, 주요 등장인물의 특성을 이해하라. 

 사례의 배경/Context 기반 하에서, 분석의 목표와 Story를 파악하라. 

 의사결정 사항이 무엇인지, 핵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짚어라. 

 사례를 조망하고 문제해결 이슈를 체계화하는 Framework을 가지라. 

 급하게 사례를 읽기보다 사례에 대해 생각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라. 

 사례의 상황을 ① Problems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② Decisions (기준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사안에 대한 판단), ③ Evaluations (가치/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 ④ Rules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계량적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인식하라.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공감) 문제를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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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분석 절차: 사례분석의 틀 (Case Analysis Tool)   
 [1] 사례내용의 종합적 이해 / 현황파악 [Situation] 

 ① 핵심인물 (Key Actors)

 ② 제품/서비스 (Product/Service) 및 산업 (Industry)

 ③ 기업 (Company)

 ④ 일이 진행되어온 과정 (Process/Events)

 ⑤ 의사결정사항 (Critical Decisions) 및 기타 특기사항 (Remarks)

 [2] 문제점 또는 해결해야 할 사항 파악 [Questions] 
 ⑥ 문제점 (Problems)

 ⑦ 해결해야 할 사항 및 기타 고려사항 (Factors to be Considered)

 ⑧ 이론적 기반 및 분석의 틀 (Analytic Framework)

 [3] 개선방안 또는 요구되는 활동 제시 [Hypothesis, Proof/Action]
 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Solutions)

 ⑩ 구체적인 실행 방법 (Actions Plans)

 [4] 결과에 대한 음미 (Evaluation] 
 ⑪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 (Lessons) 

 ⑫ 실제결과와의 비교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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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 분석 후보
 해외 사례

 Harvard Business School과 GlobaLens의 사회적 기업 및 경영 관련 사례를 기본적으로

하여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활용하게 됨: Fundación Paraguaya 사례

 국내 사례
 홈페이지, 언론 기사로 사전 리뷰 후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초청해서 진행함.

 사례 기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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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국내기업

Aravind Eye Hospital New Life 노리단 이음

Aurolab New Schools Venture Fund 다솜이 인폴루션제로

CARE Newman's Own 동천모자 제주올레

Cementos Lima Peninsula Community Foundation 딜라이트 추억을파는극장

e-Choupal Project Impact 메자닌아이팩 컴윈

Fundancion Pro Vivienda Rick Surpin 바리의꿈 트래블러스맵

Global Sight Nework Initiatives Santa Teresa 씨지온 트리플래닛

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 September 11th Fund 아름다운가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Homeless World Cup Steve Mariotti and NFTE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한빛예술단

IPODERAC STRIVE 안심생활 함께일하는세상

KaBoom Sustainable Conservation 열정대학 행복도시락

Kiva Teach for America 오가니제이션 요리 홍성풀무나누미영농조합법인

MRW The Corporation de Desarrollo 위캔센터 휴먼케어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The Omidyar 이로운넷 흙살림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의 특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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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변화이

론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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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 연구 중 사례 집필 과정
 사례집필 (Case Writing) 중요성 및 목표

 검증된 (Time-tested) 우수한 교육 방법
 사례집필 과정을 통해 사례기업 및 이슈 심층이해, 간접적인 경험 축적

 사례분석(Case Analysis) 보다 사례집필이 더욱 도전적임
 타인이 만든 사례, 제한된 정보 vs. 자신이 만드는 사례, 정보추가 가능

 Team-based Learning (팀 프로젝트로 진행 시) 

 개발된 사례는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강사진도 흥미를 가지게 됨) 

 새로운 시각/BM을 보여주기에 적합 (Showcasing New Perspectives)

 사례 개발 및 집필 Process  
 관심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Benchmarking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집필 대상으로 선정

 대상기업의 핵심 활동을 조사한다. 

 사례의 분석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어 명확히 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자료를 모은다.   

 사례의 스토리를 짜고, 에피소드 등을 통해 재미있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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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집필 Guidelines (Case Development / Writing Tool)   
 [1] 사례의 스토리는 Compelling하나? 

 Interesting 

 Logic

 Empirical / Evidence 

 Impact / Benchmark 

 New Business Model and Innovation (Something New)

 [2] 사례의 What, Why, How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가?  
 ① What – Position Statement 

 ② Why - Argument

 ③ How – Action Plan 

 [3] 자료는 여러 원천을 통해 적절히 수집되고, 사례에 반영되었나?
 자료의 충실도, 최신성, 근거자료, 추정자료 등

 [4] 적절한 표나 그림을 활용하였는가? 
 표/그림 등을 활용하여 세부자료를 제공

 [5] 스토리 전개를 재미있게 했나? 
 독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낼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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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집필을 통한 학습
 For Benchmarking 

 Social Mission 

 Business Opportunity and Business Model

 Marketing Strategy

 Entrepreneur

 Resource Acquisition 

 For Research 
 Unstructured Areas  Case Study (Hypothesis Generation)  

 Structured Areas  Statistical Analysis (Hypothesis Testing)  

 For Learning  
 Framework/Theory-based 

 Lesson Learned 

 사례 집필 Project 내용 및 절차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선택

 공개된 Secondary Data 수집

 Primary Data 수집 – 인터뷰, e-mail 등

 재미있는 글, Study Questions 도출,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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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사례연구 - (2) 분석및집필(계속)

 사례 분석 및 집필을 위한 토론 과정
 사전 준비

 사전에 수강생들은 모두 사례를 읽고 오며, 주어진 토론용 질문에 대한 자기 발언을 미리

준비해 옴.

 사례 토론의 구성
 문제상황 정리: 해당 사례의 기회 요인, 비즈니스모델, 도전 과제 등에 대해서 정리함

 핵심질문: 사례의 핵심 토론 문제를 정리해서 사전에 공유하고 토론함

 찬반논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찬반 진영으로 나누어서 토론

 데이터 분석: 사례에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

 합의 및 견해 차이 정리: 결론으로 공유한 것과 차이 난 것을 정리함.

 심층 질문 및 향후 과제: 추가적인 심화 질문 및 향후 해결 과제를 제시함.
 반드시 사례를 한국에 적용시킬 때 어려운 점 등을 토론함.

 사례 토론 방법
 난상토론: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

 지정토론 방식: 토론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와 상대 토론으로 진행

 브레인 스토밍: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 강사 주도로 진행. 절대 강사의 즉각적인 커멘

트는 불가하며, 그래도 자발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명하여 발언하도록 함.

 찬반 역할게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례의 경우 찬반으로 나누어서 진행

 분임토론: 5명 정도의 분임조를 구성하여 분임조별로 토론하게 하고 발표함.
 이 때 토론 진행은 매 회 번갈아 가면서 모든 조원들이 팀리더를 할 수 있도록 함.

128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독서토론(Reading)

 독서 토론 과정(학습 모임 운영)
 목적: 지속적인 전문 지식의 확보

 Teaching Guideline
 읽고 토론할 도서는 창업팀과 멘토팀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선정하고 학습할 수 있음

 개인별로 발표하는 도서는 1달에 1권 정도가 바람직함

 발표하지 않고 읽기만 하는 책의 권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다

른데, 1주일에 1권 정도가 바람직함. 

 독서모임은 여러 명의 발표자를 미리 선정해 놓아야 하는데, 발표하는 사람은 관련 내용

을 읽고 정리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발표하지 않는 사람은 미리 읽고만 오면 됨

 즉, 4명이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 매주 1명씩 발표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미리 읽어오면 됨

 독서 모임에도 멘토들이 참여하게 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업

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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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독서토론(Reading)(계속)

 발표할 책에 대한 독서 토론 일정 계획
 1주: 도서를 선정하고 읽음

 2주: 읽고 난 뒤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자료를 준비함

 3주: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함

 4주: 토론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료를 보완함
 도서를 정리한 결과는 추후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실제 이 내

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 도서 목록
 BoP와 적정기술

 폴폴락(Paul Polak), 말워윅(Mal Warwick),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The Business 

Solution to Poverty)

 스미소니언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90%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Other 90%)

 경영학과 관련된 추천 도서는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도서 등 다양한 인문학적 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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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경영일반 공병호의 독서노트(경영법칙편) 공병호 21세기북스

2 경영일반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드러커 청림출판

3 경영일반 수평적 사고방식 에드워드 데보노 민성사

4 경영일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Johnson, S. 진명출판사

5 경영일반 Rich dad, Poor dad 로버트 기요사키 Warner books

6 경영일반 Trust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경제 신문사

7 경영일반 경영창조 톰피터스 한국경제 신문사

8 경영일반 Clicking Faith Popcorn Harperbusiness

9 경영일반 Staying in Demand C.D Peterson McGraw Hill

10 경영일반 선물(The Present) 스펜서 존슨 중앙 M&B

11 경영일반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안철수 김영사

12 경영일반 이건희 개혁 10년 김성홍, 우인호 김영사

13 경영일반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Thomas L. Freidman Anchor Books

14 경영일반 The World Is Flat Thomas L. Freidman Farrar Straus Giroux

15 경영일반 Mystery of Capitalism Hernando de Soto Basic Books

16 경영일반 The Art of Profitability Adrian Slywotzk Warner Business

17 경영일반

Wal-Mart Effect: How the World’s Most Powerful 

Company Really Works and How It’s Transforming the 

American Economy

Charles Fishman

18 경제 영화로 읽는 경제학 최병서 형설출판사

19 경제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토드부크 홀츠 Penguin USA

20 경제 (세계사를 지배한)경제학자 이야기 우에노 이타루 외 국일증권 경제 연구소

21 경제 국부론 애덤스미스 비몽

22 경제 (간결한)세계 경제사 Rando Cameron 외 범문사

23 계량 BSC Step by step : 성과창출과 전략실행 폴니븐 시그마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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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량 BSC 실천메뉴얼 김희경, 성은숙 시그마인사이트

25 금융 맥킨지 금융보고서 맥킨지 금융팀 한국경제 신문사

26 금융 새로운 금융질서 : 21세기의 리스크 로버트 쉴러 저 민미디어

27 금융 Back from the Brink 스티븐 배크너 한울

28 금융 그린스펀 효과 데이비드 시실리아 21세기북스

29 기술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빌게이츠 청림출판

30 기술 e-Learning : 디지털 시대의 지식확산, 전략 Rosenberg, M. 물푸레

31 기술 e-비즈니스와 ERP (엔터프라이즈 혁명) 그라튼 노리스 외 물푸레

32 기술 정보 보안 혁명 매리 팻 맥카시 물푸레

33 기술 기업 인터넷 전략 메리 J. 크로닌 세종서적

34 기술 유비쿼터스 리처드 헌터 21세기북스

35 기술 Being Digital Nicholas, Negroponte Vintage Books

36 기술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C. Shapiro and H. Varia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37 기술 기업해체와 인터넷 혁명 필립 에번스,토머스 S.워스터 세종서적

38 기술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Chris, Anderson Hyperion

39 기술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Don Tapscott & Anthony D.

Williams
Tantor Media

40 기술
Open Business Models: How To Thrives In The

New Innovation Landscape
Henry Chesbrough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41 기술
Naked Conversations: How Blogs Are Changing

The Way Business Talk With Customers
Robert Scoble & Shel Israel

John Wiley & Sons,

Inc.

42 기술
The Starfish and The Spider: The Unstoppable

Power of Leaderless Organization

Ori Brafman and Rod. A.

Beckstrom

43 리더십 Boss Talk 월스트리트 저널 Random house

44 리더십 잭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잭웰치 청림출판

45 리더십 콜린 파워 리더십 Harari, O. 좋은책 만들기

46 리더십 원칙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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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리더십 워렌 버핏이 선택한 CEO 들 로버트 P. 마일스 국일증권 경제 연구소

48 리더십 Execution : The discipline of getting things done Larry Bossidy Crown Pub

49 리더십 잭 웰치와 GE 방식 로버트 슬레이터 물푸레

50 리더십 리더십 헨리 민쯔버그 외 21세기북스

51 마케팅 미래형 마케팅 필립코틀러 세종연구원

52 마케팅 마케팅 바이블 켈로그MBA 세종연구원

53 마케팅 마케리더의 조건 제러드 J. 텔리스, 피터 N. 골더 공저 시아출판사

54 마케팅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김영한, 임희정 넥서스

55 마케팅 넥스트 마케팅 해리백워드 더난출판사

56 마케팅 필립코틀러의 마케팅 A to Z 필립코틀러 세종연구원

57 마케팅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알리스/잭트라우트 십일월출판사

58 마케팅 세일즈 슈퍼스타 브라이언트레이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59 마케팅 스타벅스, 커피한잔에 담긴 성공신화 하워트 슐츠 김영사

60 마케팅 Positioning : The Battle for Your Mind 잭트라우트 McGraw Hill

61 마케팅 The end of marketing as we know it Sergio Zyman Harperbusiness

62 마케팅 관계가치경영 로버트 E. 웨일랜드 세종서적

63 마케팅 The invisible touch 해리 백워드 더난출판사

64 마케팅 Crossing the Chasm 제프리 A. 무어 21세기북스

65 마케팅 코카콜라는 어떻게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혔는가 김병도 저 21세기북스

66 미래 제3의 물결 앨빈토플러 범우사

67 미래 권력이동 앨빈토플러 한국경제 신문사

68 미래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빌게이츠 삼성

69 미래 미래의 부 스탠 데이비스 외 세종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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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미래 60 Trend 60 Chance 샘힐 한국경제 신문사

71 생산 The Goal 엘릿 골드렛 동양문고

72 생산 겅호 셀든보울즈 21세기북스

73 생산 토요타 무한성장의 비밀 히노 사토시 저 동양문고

74 생산 6시그마로 가는 길 피터 팬드 물푸레

75 생산 TQM과 경영혁명 빌크리치 까치

76 생산 Supply Chain Excellence Peter Bolstorff AMACOM

77 재무 기업가치평가(Valuation) Thomas Copeland 경문사

78 재무 (MBA,AICPA를 위한)재무제표 읽는 법 존 트레이시 일빛

79 재무 CFO 기업가치 창조의 리더 PWC 21세기북스

80 재무 M&A 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윤종훈 외 매일경제신문사

81 재무 M&A 와 월가의 정글게임 성보경 한국경제 신문사

82 전략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마이클포터 세종연구원

83 전략 The mind of the strategist 오마헤 겐니치 McGraw Hill

84 전략 Strategy Maps Robert, S Kaplan HBS

85 전략 Managing Change - Cases and concepts Todd D, Jick McGraw Hill

86 전략 꿀벌과 게릴라 게리 해멀 세종서적

87 조직 체인지몬스터 지나다니엘 더난출판사

88 조직 기업윤리 마누엘G. 벨리스케즈 매일경제신문사

89 조직 Good to Great 짐콜린스 김영사

90 조직 Built to last 짐콜린스 김영사

91 조직 살아있는 기업 de Genus, A. 세종서적

92 조직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사고방식 스콧 벤트렐라 세종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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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조직 시스코 커넥션 리처드 브란트 물푸레

94 조직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Douglas McGregor McGraw Hill

95 조직
A business and its beliefs : The ideas that helped 

build IBM
Thomas Watson McGraw Hill

96 조직
The HP way: How Bill Hewlett and I built our 

company
David Packard Harperbusiness

97 조직 코카콜라의 경영기법 마크팬더그라스트 세종연구원

98 지식경영 변화리더의 조건 : 미래경영편 피터드러커 청림출판

99 지식경영 이노베이터의 조건 : 자기혁신편 피터드러커 청림출판

100 지식경영 지식경영 피터드러커 외 21세기북스

101 컨설팅 맥킨지 사고와 기술 사이토요시노리 거름

102 컨설팅 로지컬 씽킹 데루야 하나코 일빛

103 컨설팅 On Effective Communication HBR HBS

104 컨설팅 Say it with Charts Zelanzy McGraw Hill

105 컨설팅 맥킨지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에단 라지엘 김영사

106 HR On Managing People HBR HBS

107 HR
Managing Knowledge for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Susan E. Jackson 외 JOSSEYBASS

108 HR Human Resource Champions Dave Ulrich HBS

109 HR 아젠다(Agenda) 마이클 해머 한국경제 신문사

110 자연과학 Nexus Mark Buchanan
W.W. Norton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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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111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 William B. Werther, David Chandler 동서미디어

112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 정신 David Bornstein 지식공작소

113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와 새로운 생각의 힘 David Bornstein 지식공작소

114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경영론 Bob Doherty 외 시그마프레스

115 사회적기업 사회를 바꾸려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Komazaki Hiroki, 희망제작소 에이지21

116 사회적기업
가난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 자본주의의

미래
Muhammad Yunus 물푸레

117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만들기 Muhammad Yunus 물푸레

118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Yamamoto Shigeru 생각비행

119 사회적기업
선을 위한 힘: 성공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의 6가지

습관

Leslie R. Crutchfield, Heather M.

Grant
거름

120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 이론과 실제편 Carlo Borzaga, J. Defourny 시그마프레스

12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2: 노동통합편 Marthe Nyssens 시그마프레스

122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기업 김성기 아르케

123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의 이슈와 쟁점 김성기 아르케

124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김정원 외 아르케

125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김정원 아르케

126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읽는 노동연계복지: 자활산업에서 사회적 기업
까지

김정원 아르케

127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한겨레경제연구소 아르케

128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겨레경제연구소 아르케
* Standford Social Innovations Center 추천도서 (사회적기업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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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129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Alexander Osterwalder, Yves Pigneur 타임비즈

130 사회적기업 The Social Entrepreneur's Handbook Rupert Scofield McGraw-Hill

131 사회적기업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Jim Collins HarperCollins

132 사회적기업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Bill Strickland and Vince Rause
Crown 
Business

133 사회적기업
The Power of Unreasonable People: How Social 

Entrepreneurs Create Markets That Change the World
John Elkington 외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134 창업 일반 Your Chance to Change the World Craig Dearden-Phillips

Directory of

Social

Change

135 사회적기업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C.K. Prhalad
Pearson

Prentice Hall

136 사회적기업 Giving 2.0: Transform Your Giving and Our World Laura Arrillaga-Andreessen Jossey-Bass

137 사회적기업
Impact Investing: Transforming How We Make Money 

While Making a Difference
Jed Emerson, Antony Bugg-Levine Jossey-Bass

138 사회적기업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Walter Powell and Richard Steinberg

Yale

University

Press

139 사회적기업
SWITCH: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s 

Hard
Chip Heath and Dan Heath

Crown

Business

140 사회적기업 The Search for Social Entrepreneurship Paul Charles Ligh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41 사회적기업
The Real Problem Solvers: Social Entrepreneurs in 

America
Ruth Shapiro

Stanford

Business

Books

<Standford Social Innovations Center 추천도서 (사회적기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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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142 사회적기업
The Blue Sweater: Bridg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an Interconnected World
Jacqueline Novogratz Rodale Books

143 사회적기업 Mountains Beyond Mountains Tracy Kidder
Random

House

144 사회적기업 My Maasai Life: From Suburbia to Savannah Robin Wiszowaty Me to We

145 사회적기업
However Long the Night: Molly Melching's Journey to 

Help Millions of African Women and Girls Triumph
Aimee Molloy HarperOne

146 사회적기업
KaBOOM! How One Man Built a Movement to Save 

Play
Darell Hammond Rodale Books

<Standford Social Innovations Center 추천도서 (사회적 기업가 전
기)>



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가게살리기프로젝트

 작은 가게 살리기 사례: 동네빵네 협동조합
 대학생들이 동네에 있는 빵집들을 도와서 성공시킨 사례임

 경영적인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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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가게살리기프로젝트(계속)

 작은 성공을 통해서 창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
 목적

 기존의 경험을 살려서 기존의 작은 가게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창업과 관

련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고자 함

 Teaching Guideline
 이 과정은 창업팀과 멘토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창업팀이 주도하기는 하지만 많

은 부분 멘토들의 전문성과 자문이 필요하게 됨

 이 과정을 통해서 가게에 필요한 부분을 창업팀도 같이 공부하게 되므로 의미가 있고, 이

와 함께 현재 가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임

 실제 가게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말

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실패 하더라도 이 경험을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

디어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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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가게살리기프로젝트(계속)

 작은 가게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 과정 [2개월~4개월 과정]
 1주차: 지역을 선정하고 가게를 찾는 과정을 수행함
 2주차: 가게와 접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가게를 섭외함
 3주차: 가게에 출근(?!) 수준으로 자주 찾아가서 친분을 쌓음
 4주차: 가게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시장 조사와 매출 분석 등 내외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됨
 가게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이 수행됨
 이 과정에서 관련된 경영학적 지식 등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됨

 5주차: 수집된 자료와 기존의 가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가설적인 해결책
을 만들어냄

 가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는 특히 멘토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함
 가게 대표와의 미팅 등을 통해서 가설적인 해결책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함

 6주차: 1차 해결책을 수행하고 결과를 관찰함
 7주차: 피드백을 받아서 1차 해결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해결책을 만들고 수행하고

결과를 관찰함
 8주차: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함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됨

 기간은 가게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

 마지막 주차: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보고서(또는 컨설팅 보고서)를 가게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창업팀과 멘토팀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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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모금해보기프로젝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모금을 해 보는 과정
 목적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모금이나 기부 등의 과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 학습하는 것이 목표임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이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등의 모금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Teaching Guideline
 모금을 실제로 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 토론하고 계속 향상된 방법으로 모금 과정을 진행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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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모금해보기프로젝트(계속)

 교육 과정 일정(총 8주,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됨)
 1주차: 모금이나 기부와 관련된 강의를 들음으로써 기본적 이론을 습득함. 자신의

일에 대한 후원자를 10명 모집하는 과제를 2주 동안 수행하게 됨

 2주차: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크라우드 펀딩 방법에 대해서 학습

함

 3주차: 1주차 과제(10명 후원자 모집)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토론함

 4주차: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목적을 결정하고 실제 모집/모

금 절차를 시작함

 5주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슈를 해결하고 계속 진행함

 6주차: 2주에 걸친 모금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함

 7주차: 작은 모금 해보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성공한 사

람과 실패한 사람의 경험을 나눔

 8주차: 모금이나 기부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 경

험과 이론을 통합시키는 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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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사업해보기프로젝트

 작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목적

 작은 금액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쌓게 하

고자 하는 과정

 Teaching Guideline
 팀별로 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팀별 경쟁이 필요함

 수익률이 높은 팀과 낮은 팀과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검토하는 사업 아이디어의 특성에 따라서 2개월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음

 초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중요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목표 수익률 설정

 타 경쟁사와의 비교에 의한 수익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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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작은사업해보기프로젝트(계속)

 교육 일정(총 8주,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됨)
 1주: 200만원~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함

 2주: 시장 조사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함

 3주: 사업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함

 4주: 수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장 조사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함

 5주: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6주: 사업 수행 기간(1)

 7주: 사업 수행 기간(2)

 8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대해서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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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창업심화교육과정: 인턴십프로그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목적

 창업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인턴십 과정을 지
원하여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임

 Teaching Guideline
 창업 심화 과정의 초기 2개월 동안 소셜 미션 및 비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그 후 4개월 동안 인턴십을 수행할 분야와 구체적인 단체 또는 기업을
결정하게 됨

 인턴십에 있는 매주마다 멘토와의 미팅을 통해서 1주 동안의 경험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매주 정리함으로써 향후 창업팀의 자본이 됨과 동시에 아카
이빙이 되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됨

 팀원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인턴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인턴십 관련하여 자유로운 형식의 보고서
를 제출하고 인턴십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과 멘토팀과 창업팀이 같이 토론하는 시
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교육 일정
 6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수행하게 됨

 구체적인 인턴십 계획은 창업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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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창업심화교육과정과관련되어

연계하여활용하거나벤치마킹할수있는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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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연계및벤치마킹프로그램

 연계 및 활용 또는 벤치마킹 가능한 국내외 창업 교육 및 지원 사례
 (1)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2) 소셜스터디 캠퍼스X-1기

 (3) 청년 창직 인턴제도
 창직 대상 기업의 창업인턴 선발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4) FAST CAMP
 참가비용이 1인당 200만원인 유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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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연계및벤치마킹프로그램(계속)

 (5) Draper University

 (6) Social Innovation Camp 36 

(희망제작소/다음세대재단)

 (7) Found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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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연계및벤치마킹프로그램(계속)

 (8) D.CAMP

 (9) MIT D-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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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주영창업경진대회 (아산나눔재단, 2012~)

 아산나눔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경진대회로

서,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Seed Money 제공과 전문가 멘토링을

결합하여 제공
1) 추진체계

 아산나눔재단(주최기관)이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사업비 집행의 총괄 감독을 수행하며, 

INSIDers(연/고대연합창업학회, 주관기관)가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을 담당

2) 대회일정
 (모집) 서류전형으로 60팀을 선발 (2달간 모집)

 (예선) 2주 후 60개 팀의 발표 평가를 통해 20개 본선 진출 팀을 선정

 (본선) 본선 20팀에 사업 모델 검증비용 200만원을 지급하여 1달간 개발 미션을 수행시

키고 결선진출 10팀을 선발하여 기업가 멘토링을 수행
 개발 미션은 타겟 소비자 설문조사 / 오프라인 프로모션 / 오프라인 영업 중 택1로 진행하며,

각 활동의 결과보고서를 본선 평가에 반영

 인텔코리아, 패스트트랙아시아, 구글코리아 등 5명의 기업가가 참여하여 2팀 씩 멘토링 진행

 (결선) 캠프를 개최하여 초청 강연 및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팀을 시상
 총 6,7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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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스터디캠퍼스X 1기 (더넥스트/인사이트그룹,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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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대상의 정치/사회/공공 부분의 혁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사회혁신가를 인큐베이팅하는 대학생 프로그램으로서, 팀을 구성하여 원하는 주제를 커

리큘럼으로 기획하고 희망하는 명사, 전문가, 현장활동가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함

2) 선발 및 운영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를 통해 선발하며, 4개월간 진행 (총 25명 모집 / 참가비 15만원)

 (운영팀(더 넥스트) 및 프로젝트 지원팀(인사이트 그룹)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별

담임제를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



(3) 청년창직인턴제도 (창업진흥원(~’12)→한국창조고용협회(‘13~))

 창직 대상 기업의 창업인턴 선발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1) 제도 개요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

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며 창직/창업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

2) 인턴 기간
 최대 3개월간 인턴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상한 80만원 한도)를 지원. 

(월 약정임금은 월100만원 이상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채용한도 : 기업당 창직･창업 인턴지원인원은 2인

 인턴기간 종료, 중도포기, 창직･창업 이행 등 연수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턴이 2인

미만이 되는 경우 2인까지 다시 채용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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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수시행자(기업) 인턴참여자

자격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가 9인 이
하 기업.
①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중략)…
⑤ 자치단체또는중앙단위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경제단
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지정․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⑥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중략)…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을
희망하는미취업자중 아래의요건에해당하는자
① 문화컨텐츠 분야 학교 전공자 및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중략)…
창업관련교육훈련이수자(20시간이상), 6개월 이상 창업동
아리 경력자,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② 창직계획서 제출자
…(중략)…



(3) 청년창직인턴제도 (창업진흥원(~’12)→한국창조고용협회(‘13~))

 창직 대상 기업의 창업인턴 선발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3) 창직 지원금

 창직인턴 참여자 또는 사후패키지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인턴시작일로부터 2개월 경과

할 것)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창직․창업을 이행한 경우 창직지원금 200백만

원을 지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직․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1개월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2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 후 2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③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및 이에 준하는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자등록 또는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경우

 창직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컨설팅, 창직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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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직분야별 교육

(20시간 이상, 2월 이상) ＋

창직아이템 선정 및 팀

구성

(3~5인 이하 창직팀)
＋

공간 및 컨설팅 등 제공

(아이디어 발표‧토론, 멘토링

등)

전문교육 팀빌딩 창직공간

 주요 시사점
본 창업심화교육의 인턴십 모듈의 경우, 수강생이 기존 벤처 및 사회적 기업에 인턴 근무

희망 시
창업인턴제도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주요 시사점
본 창업심화교육의 인턴십 모듈의 경우, 수강생이 기존 벤처 및 사회적 기업에 인턴 근무

희망 시
창업인턴제도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4) FAST CAMP: 주요내용

 지원대상
 1. BASIC 코스(2013.10~12) ※ 커리큘럼 첨부(http://fastcamp.kr)

 1) 창업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아는 사람과 정보가 없어서 괴로운 예비창업자(팀)
 2) 스타트업 설립 3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자(팀)
 3)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사내벤처 경험자(팀)
 4)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게임, 교육,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팀)
 서울(논현동)에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

 2. ADVANCED 코스(2014.1~ ) ※ 커리큘럼 미정
 1) 창업 후 서비스를 런칭하고 매출이 발생하여 확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창업자(팀)
 2)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자(팀)

 지원방법
 온라인을 통한 지원서 작성 및 접수(현재 서비스 종료로 지원서 내용 확인 불가)
 심사 후 12시간 내에 참가 가능 여부 회신

 기타
 참가비용 : 1인 200만원, 2인 팀 360만원, 3인 팀 480만원, 4인 이상 제외
 모집인원 : 소수 정예 교육 가능 수준(조기마감 됨)
 향후계획 : 중소기업청과 연계된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5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5배까지 매칭 지원 가능. 창업 이전의 경우 CEO Program을
통해 FAST TRACK ASIA와의 공동창업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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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ST CAMP: BASIC 코스커리큘럼(24개강의, 주별 2~3회진행)

강의 주차 과정명 과정 정보

1주
(강의별 2시간)

I. Starting a Start-up

I-1. 사업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I-2. 운명을 함께할 공동창업자 및 초기 핵심멤버를 구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들

I-3.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와 이를 통해 깨달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I.4.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하기

2주
(강의별 2시간)

II. Making a Business

II-1. 스타트업의 10가지 비즈니스 모델

II-2. 초기 사용자 획득을 위한 15가지 전략

II-3. 한번 획득한 사용자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II-4. 스타트업 영업 실전 체험 및 영업 기획 방법론

3주
(강의별 2시간)

III. Analyzing a Data

III-1. 린 스타트업 방법론 소개

III-2. 데이터 분석의 기초 – Google Analytics & MixPanel을 중심으로

III-3.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례 분석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등)

4주
(강의별 2시간)

IV. Raising a Money

IV-1. 스타트업 경영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이해하기

IV-2. 벤처캐피탈의 이해와 초기 스타트업 투자 사례

IV-3.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IV-4.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상세 조건 해설

5주
(강의별 2시간)

V. Managing an Infrastructure

V-1. 창업 후 재무환경 셋업하기

V-2.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재무관리 노하우

V-3. 팀원들과의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 및 그 활용방법

V-4.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 세무 상식

6주
(강의별 2시간)

VI. Marketing a Start-up

VI-1. 우리 회사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

VI-2. 창업 후 필요한 외부 관계 구축 및 관리 노하우

VI-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7주
(강의별 2시간)

VII. Understanding a Human-factor
VII-1. 시작하는 조직에 걸맞는 성과보상체계 및 조직문화 만들기

VII-2.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사관리 실무 (입사, 스톡옵션, 퇴직,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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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ST CAMP: Acceleration Service(19개서비스, 주당 2회진행)

진행 횟수 과정명 과정 정보

1회 I. KICK-OFF SESSION : 오리엔테이션 FAST CAMP의 컨텐츠/서비스를 상세히 설명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1회 II. 친해지길 바래!(Knowing Yourself) 캠프 참가자들과의 1:1 미팅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합니다.

3회 III. 사업 계획 1:1 In-depth Review

모든 참가자(팀)에 대해 박지웅 대표가 직접 1:1로 미팅을 진행합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서 리뷰가 아닙니다. 공동창업자 수준으로 고민하고 피드백합니다.

Problem & Solution, Business Model, Growth Strategy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3회 IV. 해외 유망 사업모델 세미나 FAST TRACK ASIA 리서치를 통해 선정한 벤치마크 모델에 대해 정리된 정보를 공유

2회 V. FAST CAMPER TALK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스스로에 대해 색다른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10가지 감정들 / 사업을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10가지 숫자들

2회 VI. 스타트업 CEO 가상 체험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실제 진행되고 있는 FAST TRACK ASIA의 파트너 회사 중 한 곳의 현안 이슈 공개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포인트를 파트너 회사 CEO에게 제공

CEO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1개월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2회 VII. 모의 피칭 대회
캠프 참가자들이 서로의 사업계획을 3분간 피칭하고 Peer Review를 진행합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피칭을 하고, 피칭 스킬에 대해 개선점을 리뷰 받습니다.

5회 VIII. 네트워킹 파티

주요 대학 창업동아리 멤버들과의 파티를 통해 핵심 멤버를 찾아봅니다.

주요 대학 개발동아리 멤버들과의 파티를 통해 개발자들을 만나고 이해합니다.

FAST TRACK ASIA 파트너 회사 CEO들과의 파티를 통해 선배 CEO의 노하우를 듣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임직원들과의 파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넓힙니다.

유관 분야의 현업 종사자들과의 그룹별 미팅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1회 IX. CAMP-FIRE SESSION : 수료식 캠프 참가자들과 FAST CAMP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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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포인트
 1:1 밀착형 서비스, 전과정 원포인트 레슨, 사업계획 3회 리뷰 등, 네트워킹 제공



(4) FAST CAMP: Fast Camp 프로그램과창업보육센터의접목가능성

 Fast Camp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지원
 단기 1:1 밀착형 서비스, 전과정 원포인트 레슨(멘토링), 반복적인 사업계획 리뷰, 

네트워킹 제공
 대상에 따라 BASIC 코스와 ADVANCED 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과정 이외에도

Acceleration Service를 제공하여 사업계획 리뷰 및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고 있음

 창업보육센터의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 지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하드웨어 중심의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인큐
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꾸준히 전문 컨설턴트 등의 멘토링과 다양한 창업 관련 문제해결을 시도한
인큐베이팅 노하우가 있음

 창업 사전단계에서의 Fast Camp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의 접목 가

능성
 Fast Camp의 BASIC 코스는 창업 실행 직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전문적

인 프로그램이지만, 하드웨어와 인큐베이팅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임
 Fast Camp의 프로그램을 창업보육센터의 창업 사전단계에 접목하여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Acceleration Service와 인큐베이팅 노하우가 단계별로 조화된 시너지
를 창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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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aper University
 Draper University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창업가 육성’ 학교
 2006년, DFJ(VC) Tim Draper가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설립

 18~26세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숙학교로, 학생들은 멘토링 및 코칭 전문

가와 함께 회사를 만들고, 실리콘밸리VC로부터 자금을 위한 피치 기회를 가짐.

 “DFJ Closes $325 Million Fund, Acknowledges Shifting Role for Founders”
 February 4, 2014, http://on.recode.net/1nnkM5v

 Curriculum(four sessions per year: Spring, Summer, Fall&Winter)

159



(6) Social Innovation Camp 36 (희망제작소/다음세대재단)

 36시간의 협업과 집단지성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온라인 기반 공

공 서비스를 구현해내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1) 캠프 개요

 Social Innovation Camp 36 (SIC36)는 200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스코틀랜

드, 호주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로서, 아시아에서는 2010년 6월에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여 매년 진행해오고 있음.

2) 진행 절차
 1~2차 심사를 통해 선택된 아이디어를 6주 후 NGO/NPO,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3일간의 캠프에서 웹과 어플리케이션 등의 형태로 구현

160

 주요 시사점
SIC36은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을 통해 결과물로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창업

교육과정의
전문가 자문 및 멘토링 방식의 일환(팀별 아이디어의 구현)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음

 주요 시사점
SIC36은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을 통해 결과물로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창업

교육과정의
전문가 자문 및 멘토링 방식의 일환(팀별 아이디어의 구현)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음



(7) Founder Institute
 창업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 중심’ 프로그램형 교육

 2009년, Adeo Ressi에 의해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설립

 “learn by doing” : 실행을 통한 학습을 하며, 단계별로 구조화된 교육 과정, 실무 수

행 과제, 비즈니스 멘토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Curriculum(four-month, part-time program, 2014-04-07~2014-07-16)

161



(7) Founder Institute(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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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Events
 Founder Hotseat Webinar with Adeo Ressi: Open to the Public(2014-02-13, 05:30 PM)

 목표 : Get live feedback on your startup from Adeo Ressi

 Startup Ideation Bootcamp, with Adeo Ressi: Open to the Public(2014-02-19, 06:30 PM)

 목표 : Refine your winning startup idea

 Founder Institute Information Session: Open to the Public(2014-03-05, 06:30 PM)

 목표 : Learn about the Founder Institute

 Startup Pitch Bootcamp: Open to the Public(2014-03-12, 06:30 PM)

 목표 : Practice pitching like a professional

 Founder Institute Information Session: Open to the Public(2014-03-20, 06:30 PM)

 목표 : Learn about the Founder Institute



(7) Founder Institute(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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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Sessions
 Orientation(2014-04-07, 06:30 PM)

 목표 : Welcome and meet your peers.

 Vision and Ideas(2014-04-09, 06:30 PM)
 목표 : Develop a set of strong ideas.

 Research and Customer Development(2014-04-16, 06:30 PM)
 목표 : Test your ideas with research.

 Revenue Models(2014-04-23, 06:30 PM)
 목표 : Chose an idea and a model.

 Naming and Positioning(2014-04-30, 06:30 PM)
 목표 : Name your business.

 Mentor Idea Review(2014-05-07, 06:30 PM)
 목표 : Present your idea for feedback.

 Startup Legal and IP(2014-05-14, 06:30 PM)
 목표 : Build a legal and IP strategy.

 Team and Advisors(2014-05-21, 06:30 PM)
 목표 : Recruit your first team members.



(7) Founder Institute(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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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Sessions(계속)
 Product Development(2014-06-04, 06:30 PM)

 목표 : Plan to build your offering.

 Mentor Progress Review(2014-06-11, 06:30 PM)
 목표 : Present your progress for feedback.

 Sales and Traction(2014-06-18, 06:30 PM)
 목표 : Start generating traction.

 Branding and Marketing(2014-06-25, 06:30 PM)
 목표 : Establish market credibility.

 Bootstrapping and Fundraising(2014-07-02, 06:30 PM)
 목표 : Capitalize the business.

 Graduation(2014-07-16, 06:30 PM)
 목표 : Graduate from the program



(8) D.CAMP (‘드림뱅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드림뱅크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투자자 및

각종 지원 기관의 협업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허브
1) ‘드림뱅크’의 설립 개요 및 목적

 ‘드림뱅크’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은행연합회 20개 사원기관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

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5월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
 창업·교육·훈련, 업무공간 제공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청년재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2) D.CAMP의 제공 서비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멤버십)
 협업공간 / 각종 회의실 예약사용

 회원 간 네트워크 기회 제공 (스타트업 창업자 및 기업 소개 / 구인구직 웹페이지 제공)

 재단 및 센터 주최 각종 행사(D.Class, D.Day, K.Startup 등)의 우선 참여권 부여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기회 제공

 활동상에 따라 재단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대상 선정 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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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드림뱅크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센터(D.CAMP) 기능을 지원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함으

로써 창업분야
리소스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 분야에 특화된 컨텐츠는 제공하지 않는 것
으로 보임

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네트워크(진흥원 창업팀) 등은 위의 포털(Portal)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시사점
1. 드림뱅크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센터(D.CAMP) 기능을 지원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함으

로써 창업분야
리소스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 분야에 특화된 컨텐츠는 제공하지 않는 것
으로 보임

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네트워크(진흥원 창업팀) 등은 위의 포털(Portal)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9) MIT D-Lab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적정기술 및 훈련프로

그램의 학교 교육과 현지 연계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진행하는

MIT의 연구센터
1) 개요 및 취지

 MI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Amy Smith가 설립한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

연구센터로서, MIT 내 교육 프로그램 및 브라질, 아이티, 가나, 캄보디아, 인도 등 12개국

의 커뮤니티와 제휴하여 기술/교육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2) D-Lab 개설 과목 및 프로그램 구성
 D-Lab Courses at MIT: 연구센터 개설과목 (17개부문)

 보건/의사소통/폐기물/교육/에너지/생물종다양성/ICT/학교/보급방안 등

 D-Lab Technology Development: 산학연 적정기술개발 프로젝트

 Creative Capacity Building (CCB): 현지 적정기술 연구인력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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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Lab 교육과정(좌) 및 무상 공유중인 적정기술 (간이 석탄 압축
기) 예시(우)



(9) MIT D-Lab(계속)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적정기술 및 훈련프로

그램의 학교 교육과 현지 연계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진행하는

MIT의 연구센터 (계속)
2) D-Lab 개설 과목 및 프로그램 구성 (계속)

 Comprehensive Initiative for Technology Evaluation (CITE): 기술 및 상품의 평가기구
 D-Lab을 포함하여 MIT의 경영학과 및 공학과 교수/연구진이 다양한 측면으로 기술/상품 평가

 평가프로토콜 및 보고서 발간 / 개발자 컨퍼런스(격년) / 장학금 및 상품 디자인 경연대회 개최

 International Development Innovators Network (IDIN): 국제학회, 엑셀러레이터 등
 International Design Summits: 현재까지 12번의 학회 개최로 600명 이상의 혁신가들과 연계

 Innovation Hubs & Venture Accelerators: 국제 개발 관련 벤처를 양성하는 전세계 8개 허브

 Evaluation: 국제 개발 관련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 평가 연구성과의 학술적 공유

 Scale-Ups: 동문 창업자 지원, 산학연 연구개발, 비영리기구 기술자문
 Fellowship Program: 국제 개발 분야 MIT 졸업 창업자에게 Seed Money, 멘토링, 역량강화 지원

 R&D: 개발도상국에 특화된(단순성, 경제성 등) 기술/상품을 기업 및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개발

 Technical Assistance: 국제 개발 분야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적정기술 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

 Youth Outreach
 Great Boston Youth Outreach: 보스턴(MIT 소재) 중고등 학생에게 무료로 적정기술 교육

(해당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연계 또는 방과후 및 홈스쿨 교육 방식으로 진행)

 International Youth Outreach: 개발도상국 현지 청소년들에게 적정기술과 아이디어를 교육

 University Engagement: ‘D-Lab: Education’ 수강생과 청소년 교육자들간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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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D-Lab은 국제개발 분야의 종합 포털로서, 교육과 지원 및 네트워킹을 동시에

수행함

 주요 시사점
D-Lab은 국제개발 분야의 종합 포털로서, 교육과 지원 및 네트워킹을 동시에

수행함



시범사업운영과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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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안: 1년차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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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년차 과정

0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rogram

1. 멘토팀
선정
2. 1년차 맞
춤형 교육
과정 설계
3. 1년차 예
산 설계

1. 멘토링(매주)
2. 소셜 미션 및 비전 재
점검(8주)
3. 창업 과정 재점검(1차, 
2주)
4. 비즈니스 모델 및 사
업계획서 워크숍(3월)
5. 독서 토론(학습 모임
운영)
- 각자 매주 1권 읽고, 매
월 1권 발표 및 토론

1. 멘토링(매주)
2. 사례연구(매월 2회)
3.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목적사업)의 최소화 버전/규모로 실행
할 것
- 업종별로 프로젝트 진행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분류: 작은 가게 살리기 프로젝트(8~16주), 작은
모금 해보기 프로젝트(8주), 작은 사업 해보기 프
로젝트(8주)
4. 창업 과정 재점검(6월-2차)
5. 비즈니스 게임(6주)
6. 독서 토론(학습 모임 운영)
- 각자 매주 1권 읽고, 매월 1권 발표 및 토론

1. 멘토링(매주)
2. 사례연구(매월 2회)
3. 비즈니스 게임 워크숍(2일)
4. 독서 토론(학습 모임 운영)
- 각자 매주 1권 읽고, 매월 1권 발표 및 토론
5. 인턴십 수행(6개월)
6. 창업 과정 재점검(3차, 2주)

Output

[서식11호] 
과정설계
및 예산안

-독서 토론 일정 계획(매
월)
재점검 자료 아카이빙
창업 에세이(2월)
[서식1호] 멘토링 보고
서(매주 제출)
[서식3호] 실습프로젝트
진행 계획서

독서 토론 일정 계획(매월)
창업 과정 재점검 자료 아카이빙(매뉴얼)(6월)
창업 에세이(6월)
[서식1호] 멘토링 보고서(매주 제출)
[서식4호] 실습프로젝트 결과 보고서(7월)
[서식5호] 인턴십 프로그램 계획서(7월)

독서 토론 일정 계획(매월)
창업 과정 재점검 자료 아카이빙(매뉴얼)(12월)
창업 에세이(12월)
[서식1호] 멘토링 보고서(매주 제출)
[서식6호] 인턴십 중간 경과 보고서(매월 제출)
사례연구 아카이빙
인턴십 평가보고서

Center

1. 전체 운
영 계획
2. 멘토 모
집
3. 1기 선발
및 심사(지
원서 별첨)
4. 인턴십
기관 사전
확보(1차)

수강생 O.T. 
개최

1. 프로젝트
관련 현장
전문가풀
구성

1. 인턴십 관련 기관 확보 및 mou체결(2차)
2. 인턴십 기관과 근무 계약 체결

1. 2기 선발
신청 공고
2. 2년차 과
정 운영 계
획(인프라
계획 포함)
3. 전체 운
영 수정안
4. 2기 멘토
모집

1. 2기 신청
접수 마감
2. 인턴십
기관 확보
&mou 체결

1. 2기 선발
심사
2. 프로젝트
/인턴십 경
험 공유 워
크숍(Case 
발표회) 및
2차년도 계
획 논의

1. 2기 선정
자 공고
2. 인턴십
기관의 인
턴십 수행
보고서 송
신하여 멘
토에게 전
달(2년차 교
육과정에
반영) 



운영계획안: 2년차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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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년차 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Program

1. 멘토링
(매주)
2. 사례연구
(매월 2회)
3. 교육과정
설계

1. 멘토링
(매주)
2. 비즈니스
모델 및 사
업계획서
워크숍(2월)
3. 교육과정
설계

1. 멘토링(매주)
2. 사업 수행
- 프로젝트(목적사업)의 정식 버전/규모로 실행할 것

3. 사례 집필(매월 분석 및 토론 후 집필) 
4. 창업 과정 재점검(6월-4차, 12월-5차)

연장 희망
할 경우 연
장, 
혹은 수료

Output

독서 토론 일정 계획(매
월)
[서식7호] 인턴십 최종
결과 보고서
[서식11호] 과정설계 및
예산안

독서 토론 일정 계획(매월)
사례 분석 보고서(매월)
창업 과정 재점검 자료 아카이빙(매뉴얼)(6월, 12월)
창업 에세이(6월, 12월)
[서식1호] 멘토링 보고서(매주 제출)
[서식8호] 사업계획서
[서식9호] 사업 경과 보고서(매월 제출)

[서식2호] 
멘토링 최
종보고서
[서식10호] 
사업 최종
보고서

Center

2기 수강생
O.T. 개최

사업 관련
현장전문가
풀 구성

1. 2기 인턴
십 관련 기
관 확보 및
mou체결(2
차)
2. 2기 인턴
십 기관과
근무 계약
체결

전체 운영 계획(인프라 계획 포함)
멘토 모집
3기 선발 및 심사
인턴십 기관 사전 확보

최종성과보
고회 개최

1. 3기 선발
신청 공고
2. 2년차 과
정 운영 계
획(인프라
계획 포함)
3. 전체 운
영 수정안
4. 3기 멘토
모집

1. 3기 신청
접수 마감
2. 인턴십
기관 확보
&mou 체결

1. 3기 선발
심사
2. 프로젝트
/인턴십 경
험 공유 워
크숍(Case 
발표회) 및
2차년도 계
획 논의

1. 3기 선정
자 공고
2. 인턴십
기관의 인
턴십 수행
보고서 송
신하여 멘
토에게 전
달(2년차 교
육과정에
반영) 



향후시범사업운영일정

 시범사업 1년차 운영일정 및 가이드라인
 1년차 0월: 지원서 접수 및 창업팀 선정, 멘토 초빙

 창업 심화 과정은 2인 1팀을 기본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므로, 개인 단독 지원은 받지 않음

 창업팀을 선정하는 과정은 최소한 1차 서류 면접과 2차 인터뷰로 진행되는데, 2차 인터뷰

의 경우 팀별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은 배정해야 좋은 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창업팀의 자기 확신과 멘토의 확신이 모두 필요함: 사회적 문제 해

결에 대한 열정과 의지와 함께 창업에 대한 위험을 받아들이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창업 심화 과정 지원서]는 뒤에 첨부하였음

 5팀에 대해서 초기에 최소 2명의 멘토(친구 멘토와 사외이사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10명의 멘토를 우선적으로 초빙해야 함
 멘토들의 경우 팀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함

 팀을 중복으로 맡지 않고 멘토들이 각각 1팀만을 각각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향후 멘토들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이 모임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창업심화 교육

과정 운영(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센터에서 실무적인 진행을 책임지게 되지만 실

질적인 내용적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예산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센터가 아니라 멘토들이 가지고 창업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도

록 해야 함

 본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실험적인

교육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1



향후시범사업운영일정(계속)
 1년차 1월: 창업팀의 교육 수요 조사 및 멘토팀 선정, 맞춤형 교육 과정 설계

 창업팀의 교육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멘토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창업팀과 멘토팀의 상호 궁합이 잘 맞도록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창업팀와 멘토팀이 협의하여 1년차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예산을 세움
 멘토는 [1년차 교육 과정 설계 및 예산안]을 센터에 제출함

 1년차 2월~3월(총 2개월)
 소셜 미션 및 비전 재점검, 창업 과정 재점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함: 2년 동안의 모든 멘토링 과정에 적용됨

 실습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점검함
 [실습 프로그램 진행 계획서]를 제출함

 1년차 4월~7월(총 4개월)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함

 [실습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인턴십 기관 접촉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함
 [인턴십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함

 1년차 8월~1년차 12월(총 5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

 [인턴십 중간 경과 보고서]를 1개월마다 제출함: 멘토링이 매주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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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시범사업운영일정(계속)

 시범사업 2년차 운영일정 및 가이드라인
 2년차 1월~2월(총 2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하게 됨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멘토는 창업팀과 상의하여 [2년차 교육 과정 설계 및 예산안]을 센터에 제출함

 2년차 3월~12월(총 10개월): 사업계획서 완성 및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됨
 창업팀에 맞춤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됨

 멘토링과 컨설팅은 동일하게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됨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매월 [사업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2년 과정이 끝난 뒤 1개월 내에 창업 심화 과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창업팀은 [사업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멘토팀은 [멘토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모든 보고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며, 분량은 중요하지 않음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보다는 창업팀과 멘토팀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출하

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음

 본 과정은 잘 짜여진 강의식 교육 과정이 아니라 실습 위주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임을 염

두에 두고 행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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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참가지원서벤치마킹사례

 영국 사회적기업가학교(SSE)의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서(application 

form) 및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Bankstown Change Makers 프로

그램 지원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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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기술
/ 아래에서 해당되는 모든 수혜자를 선택

해당 커뮤니티와의 개인적인 연관성과 특징을 기술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을 200자 내로 서술

해당 사회적 기업의 유형(신규/기존기관 분사) 및
여기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기술

당신의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게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를 기술

당신의 사회적 기업의 단계는?(5단계)

현재까지의 서비스/활동/제품 유형(부재시 개발상황)

프로젝트의 지역적 범위를 기술

해당 벤처가 현재 운영중인지의 여부

해당 프로젝트의 법률적 구조

임금(상용/일용) 근로자 존재 여부

상용/일용 근로자의 수 및 일용근무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자 참여 여부

상용/일용 봉사자의 수 및 일용 근무시간

과거 1년간의 벤처 수익(혹은 활동 예산)

현재 수익의 구성(판
매/거래수익, 보조/
후원금, 계약수익 등)

기타 비즈니스 활동 정보(업무규정/지침, 
예산 예측, 정기 소득/지출 보고서, 사회적
영향력 평가자료 등)의 보유여부

사업계획의 유무



창업심화교육과정: 참가지원서 (1/8)
<주의사항>

 이 지원서에 기재된 정보는 모두 대외비로 다뤄집니다.
 이 지원서는 창업심화 교육과정 운영진이 지원자의 벤처가 어떤 단계 및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본 교육과

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본 지원서의 작성은 지원자의 벤처 단계에 따라 최대 2시간 정도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참고를 위하여 아래의 핵심 선택기준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십시오. 지원자가 체크한 핵심 선택

기준의 수준을 초과하는 질문들은 운영진이 본 교육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와 관계된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문의사항은 위의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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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창업심화 교육과정에 적합하다. (택 1)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벤처에 대한 열정, 추진력 및 헌신을 증명할 수 있다(신규 창업 또는 기존 기

관의 혁신).
 개인의 우수성 및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

연락처 정보

이름

생년월일 _________년 / ____ 월 /____ 일

주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이메일 [휴대폰]                                               [이메일]

웹사이트



창업심화교육과정: 참가지원서 (2/8)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질문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환경적 이슈 또는 수요를 기술하십시오:

당신의 사회적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혜자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선택)
 현장 전문가 커뮤니티
 특정 지역 커뮤니티
 동물
 빈곤층 남성
 빈곤층 여성
 노인
 환경
 가정 단위
 노숙인
 성적소수자
 이민자, 난민 또는 망명 희망자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물질 남용자
 지체 장애인
 정신 질환자
 수감자 또는 전과자
 도서/산간지역 커뮤니티
 무직자
 노동자 또는 생산자
 청소년 또는 청년
 다른 조직들
 기타 (서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한 커뮤니티와 어떤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선택한 커뮤니티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서술한다면?

당신의 사회적 기업을 서술하십시오 (200자 내외):

서술한 사회적 기업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당신은 A) 신규 창업을 이끌고 있습니까? 또는 B) 기존에 설립된
조직(사기업/공기업/커뮤니티 등)에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B)를 선택했다면,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해당 사회적 기업 추진을 위해 어느 수준의 지원과 의사결정 권한을 지원받아야 하
는가를 서술하십시오.

당신의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서술하
십시오(연구, 시장조사, 컨설팅 결과 등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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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택1)
 구상단계 – 사회적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고,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을 충족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

 탐색단계 – 시장 리서치, 이해관계자 식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

 시범단계 – 상품 혹은 서비스의 테스트,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 피드백 수렴, 개념 또는 상품의 재고 단계

 창업단계 –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이해관계자간 합의 및 역할 결정, 명확한 성공 측도의 식별 및 평가 메커니즘의 선정, 포
지션의 탐색, 초기 시장의 탐색, 초기 자본의 구축,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사업 개시, 지배구조의 형성, 개념의 명확화, 비즈니스 계획
및 법적 구조의 재고 단계

 성장단계 – 신 시장/고객 또는 신상품으로의 확장, 새로운 파트너/자금/수익흐름/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발굴, 직원/리소스 역량강화, 
평가를 통한 창업 초기의 성공과 가시적인 영향력의 증명, 대중적 명성의 확보, 비즈니스/성장 모델링의 수행 단계
현재 시행 또는 보유 중인 서비스 / 활동 / 상품의 유형과 그 수는? (부재 시, 구상/개발 중인 내용)

당신의 사회적 기업 활동의 (현재 또는 예상) 지역적 범위는? (구체적인 지역 명칭 포함)

당신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운영 중입니까? 

 예

 아니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잠재적인 수강생으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기 위
한 것들이며, 핵심 선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기업의 현재 법적 구조는?

 없음

 단독 사업자 /     비법인 협회 /     법인 협회 /     협동조합 /       보증책임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수탁회사 /     기타 (서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사회적 기업에는 임금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만약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된다면 지원자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에 근로자 수를 기입:

- 지원자 본인 (해당 시):

- 전일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만약 시간제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총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모든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합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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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회적 기업에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합니까?

 예 /          아니오

만약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에 자원봉사자 수를 기입:

- 전일제 자원봉사자:

- 시간제 자원봉사자:

만약 시간제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주당 총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모든 시간제 봉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합산 시):
당신의 사회적 기업이 지난 1년간 창출한 수익 또는 활동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

금액: (원)

 미해당
당신의 사회적 기업의 현재 수익 구성은? (%로 기재)

 미해당

근로소득/ 거래 % _________

보조금 / 기부

자선 단체 및 재단 % ________      /    정부 프로그램 % _________         /       개인 % __________

계약 % ________

기타 (서술) _______________
당신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 단계에 무관)

 예 (이 경우, 지원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

 아니오 (사업 계획 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됨)
아래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즈니스 실무가 있다면 체크하십시오:

 명문화된 정책 및 절차

 보건 및 안전 /     채용

 환경 /     평등한 기회

 예산 전망 예측

 정기 소득 및 지출 보고서

 설립 미션과 관련된 영향력의 평가 또는 측도

 다른 기업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다른 기업과의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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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자신에 대한 질문

본 창업심화 교육과정에 지원하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내가 인식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설립한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사회적 경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재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타 (서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창업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자질과 경험이 당신을 창업심화 교육과정으로 이끌었습니까? (개인적 / 업무적 경험)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당신의 장점과 약점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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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육과 훈련
본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이나 선행 훈련도 요구되지 않으나, 지원자가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았는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격 요건 또는 정규적 훈련 경력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당신의 학습 성향은 어떠합니까?

그룹별 활동에서의 당신의 성향은 어떠합니까?

과거 경험
이전의 경력 또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임금제 또는 자원봉사), 이것이 당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과 어떤 연관
성이 있는지 답하십시오: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또는 활동(임금제 또는 자원봉사)과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
관의 명칭과 근무 기간을 기재하십시오.

당신의 고용 형태는:

 자영업/창업

 학생 또는 훈련생

 무직

 근로자

 기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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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과
지난 2년간 당신이 이룬 가장 가치 있는 성과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업심화 교육과정 참여 관련
프로그램 일정

구분 일정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2

3

4

위에 기재된 창업 심화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 가능하십니까?

 예

 아니오

건의사항 및 의견:

당신의 사회적 기업에서 일주일에 몇 일 정도 근무가 가능하십니까? 

대략적인 프로그램 일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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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비용 관련 (이 질문의 응답은 필수가 아님)
본 창업심화 교육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들은 모두 대외비로 다뤄집니다.

당신의 사회적 기업이 이미 설립된 상태라면, 여기에서 임금을 지급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일제/시간제 여부를 선택)

 아니오

 전일제 /      시간제

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사회적 기업이 이미 설립된 상태라면, 다른 근로자도 있습니까?

 아니오

 전일제 /      시간제

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현재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당신은 현재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본 교육과정 전체 기간 동안 당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제적 사정에 영향을 주는 채무(빚)가 있습니까?

창업심화 교육과정 비용

2년의 교육기간 동안, 총 교육비용은 ○○○원 이며, 이 중 ○○○원은 ○○○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원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원 입니다.

지원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한 지원서 양식과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등)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주소 (이메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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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일시 2014. 00. 00. (0) 00:00～00:00 장소

담당 멘토 멘티 업체명

참 석 자

기존 현황 및 이슈

멘토링 내용

과제

이후 진행사항

다음 일정

진행 방향

예상 아웃풋

[서식 제1호] 멘토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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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멘토링 메모

주요 이슈(문제점)별 멘토링 결과

이슈(문제점) 해결 방안 기업별 반영 계획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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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멘토링 최종보고서

I. 현상진단 (작성일 :      )

Key Issue : 현재 해당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현황은 어떠한가?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기업 현황 : 사업의 개요 및 대상과 제품(서비스) 설명

2. 타 기업(프로그램)과의 비교 : 공통점, 차이점, 시사점 도출

3. 표준예산 산출 : 표준예산 산출 및 이에 따른 이슈 도출

4. 조직구조 : 조직구조 및 이에 따른 이슈

5. 종합 이슈 제언 : 각 현황별 이슈를 매칭하여, 멘토링(컨설팅) 방안 도출

Ⅱ.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

Key Issue : 그 동안 해당 기업이 추진해온 사업 수행 활동의 결과는 어떠하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1. 주요 사업 현황 : 과거 프로그램 결산표 작성 및 시사점 도출, 차후 프로그램 예상 견적 및 시사점 도출, 과거 프로그램 커리
큘럼 및 이슈

2. 프로그램 이슈 : 프로그램의 이슈에 따른 개선 방향 제언

3. 프로그램 경쟁력 향상 제언 : 제언에 다른 장단점 내용과 기대효과 설명, 고객 유형별 홍보 방안 및 전략 세분화 등 제언

Ⅲ. 역량 강화 방안

Key Issue : 해당 기업의 핵심 사항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1. 조직 이슈 및 개선 방향 제언 : 발견된 이슈별 제언

2. 직무 수행 명확화 : 개선 방향 제언(1번)에 따른 수행 방안

3. 역량 강화 방향 제시 : 역량 개발 로드맵, 공통 역량 통합, 역량에 따른 조직(인사) 진단 및 제언

4. 역량 강화 명확화 : 조직 진단 제언(3번)에 따른 수행 프로세스

Ⅳ. 멘토 맺음말(종합의견),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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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습 프로그램 개요 (작성일 :      )

1. 실습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명 :

- 기간(총 소요기간) : 2014-00-00 ~ 2014-00-00(총 00개월)

- 장소

- 대상

2. 수행 목표

Ⅱ. 프로그램 세부 진행 내용

- 프로그램 진행 구조,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상 및 각 이해관계자별 목표 설정 등

Ⅲ. 진행 일정 및 소요 예산

- 추진 일정별 진행 상황, 소요 예산,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조달할 예산 계획

Ⅳ. 기타

1. 해당 기업의 기존 사업과 실습 프로그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술

2. 핵심 역량 강화 및 개발에 대한 목표 설정

[서식 제3호] 실습 프로젝트 진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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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과보고 개요 (작성일 :      )

1. 실습 프로그램 개요

- 기업 명 : / 프로그램 명 :                      / 작성자 : 

- 수행 기간 : 2014-00-00 ~ 2014-00-00(총 00개월)

- 수행 장소

- 총 매출액 :                   / 총 소요액 :                  / 총 방문자 : 

2. 수행 목표 달성 : 

Ⅱ. 프로그램 결과 상세 내용

- 프로그램 진행 구조, 프로그램 세부 내용, 대상 및 각 이해관계자별 목표 달성 등

Ⅲ. 프로젝트 수익 및 성과

- 프로젝트 수익(지출 내역 및 수입 내역), 프로젝트의 사회적/경제적 목표 달성 및 효과, 홍보 매체 및 성과(실적), 
고객 성과 등

Ⅳ. 개선점

1. 해당 기업의 기존 사업과 실습 프로그램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개선점 도출

2.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핵심 역량 진단 및 역량 강화 목표 설정

3. 종합 의견

[서식 제4호] 실습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인턴십프로그램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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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턴십 프로그램 개요 (작성일 :      )

1. 개요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 / 담당 멘토 :  

- 희망 기간 : 2014-00-00 ~ 2014-00-00(총 00개월)

- 희망 기관(1순위, 2순위 순서로 기입) :

Ⅱ. 인턴십 목표 및 필요성

-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표

- 희망 기관(부서)에서의 인턴십 수행 필요성

Ⅲ. 향후 계획

- 향후 수행 계획

- 필요한 학습 내용 및 강화 방안 : 일종의 연구계획서

Ⅳ. 요청사항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 사항

2. 기타 의견

[서식 제5호] 인턴십 프로그램 계획서



인턴십중간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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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턴십 프로그램 개요 (작성일 :      )

1. 개요

- 인턴 성명 : / 담당 멘토 :  

- 수행 기간 : 2014-00-00 ~ 2014-00-00(총 00개월)

- 수행 기관(부서) :

- 기관 담당자(부서) :                          / 담당자 연락처 : 

Ⅱ. 업무 수행 실적

- 주요내용

Ⅲ. 향후 추진 사항

- 주요 내용

- 필요한 학습 내용 및 강화 방안

Ⅳ. 건의사항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애로 사항

2.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서식 제6호] 인턴십 중간 경과 보고서



인턴십프로그램결과보고서

190

I. 인턴십 프로그램 개요 (작성일 :      )

1. 개요

- 인턴 성명 : / 담당 멘토 :  

- 수행 기간 : 2014-00-00 ~ 2014-00-00(총 00개월)

- 수행 기관(부서) :

- 기관 담당자(부서) :                          / 담당자 연락처 : 

Ⅱ. 업무 수행 실적 및 활용 방안

- 인턴 프로그램 수행 주요 내용

- 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 참여자 기업의 인사 및 이슈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Ⅲ. 기관 담당자 의견

- 업무 수행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자유 의견 기술

Ⅳ. 담당 멘토 의견

1. 해당 프로그램 수행의 애로 사항

2.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서식 제7호] 인턴십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초안(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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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및 목표 (작성일 :      )
사업 개요(기업명, 핵심프로그램, 시기, 설립연도, 조직의 법적 성격) 및 목표, 기업의 관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기술

2. 소셜 미션 및 비전
(1)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 
(2)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왜 해당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아이디어)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왜 의미 있는 기회가 되는지 기술
(4) 제시한 아이디어에 의한 이슈가 해결되면 어떤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가? 
(5) 기업의 미션은 무엇인가? 
(6) 기업의 미션이 달성되어 나타나게 될 비전에 대해 기술. 개인 또는 조직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3.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
(1) 고객 세그먼트(CS) : 우리의 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인가? 

(2) 가치 제언(VP) :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3) 채널(CH) :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기술

(4) 고객 관계(CR) :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얼마나 친하고 가깝게 지낼 것인가? 

(5) 주요 활동(KA) :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6) 수입 흐름과 비용 구조(R$ & C$) : 앞에서 제시한 기업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방법 검토

(7) 주요 자원 및 역량(KR) :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련된 주요 자원이나 역량은 무엇인가?

(8) 주요 파트너(KP) :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직의 형태은 무엇이고 조직의 구성원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
는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해야 하는 주요 파트너는 누구이고 무엇을 제공받아야 하는가? 

4.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별 명확한 지표(체크리스트) 확인

5. 조직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외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장단점과 이슈 파악 후, 개선점 도출[서식 제8호]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창업프로세스: KAIST Start-up Process ver.1

 KAIST SE MBA에서 활용하고 있는 Start-up Process (v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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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별체크리스트: KAIST Start-up Process ver.1

 [Stage 1] 기업가육성 및 기반구축 (Being an Entrepreneur Stage)
 [a1] 나는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2] 내가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비전이 정립되어 있는가?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특

성, 경영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a3]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잘 갖추고 있는가? 부족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a4] 우리나라 소셜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가? 소셜벤처 생태계의 구성요

소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는 무엇인

가? 

 [Stage 2] 기회 발굴 /창출 및 평가 (Opportunity Recognition Stage)
 [b1] 여러 차원을 통해서 볼 때, "기회의 창"은 열려 있는가?

 [b2] 이 사업이 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시장의 필요성을 충족하는가? 

 [b3] 이 사업 잠재수익이 투자한 자본, 시간,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가? 

 [b4]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해서도 이익의 원천은 지속성이 있는가?

 [b5] 이 기회는 확장, 다각화, 변환(Pivoting) 또는 통합에 대한 Option이 있는가?

 [b6] ‘Social Agenda’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Social Mission을 정의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b7] 이 사업개념이 독특하고 참신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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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별체크리스트: KAIST Start-up Process ver.1(계속)

 [Stage 3] 시장조사 및 사업개념 개발 (Market Survey & Business Concept 

Development Stage)
 [c1] 고객은 식별/접근 가능하며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인가? 표적고객은 누구인가? 

 [c2] 고객/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 

 [c3] 이 소셜벤처는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는가? 공급자로부터의

통제가능성은 없는가? 확산/확장/Scaling이 가능한가?

 [Stage 4] 사업모형 설계 및 사업계획 작성 (Business Model Generation & 

Business Planning Stage) 
 [d1] 구체적인 사업모형이 도출되었는가? 이 사업모형이 필수적인 여러 세부요소들을 다 포함

하고 있는가? 

 [d2] 이 사업이 제시하는 사회가치제안(Social Value Proposition)은 무엇인가? Revenue 

Model은 어떠한가? 

 [d3] 이 사업모형이 복제 등을 통한 Scaling을 통해 지속발전요건을 만족시키는가? 

 [d4] 잘 정리되고 검토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가 있는가? 이 사업계획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하고 실증적으로 사업기회와 추진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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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별체크리스트: KAIST Start-up Process ver.1(계속)

 [Stage 5] 필요자원 파악, 기술개발/확보 및 펀딩 (Resource Marshaling & 

Funding Stage)
 [e1] 사회적 기업가들이 소유해야 할 역량, 자원, 인적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원과 역량, 관

계는 얼마나 필요한가? 

 [e2] 어떤 역량/자원이 내부조직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가?

 [e3] 어떤 역량과 자원은 외부와 연계해서 확보해야 하는가? 이러한 잔여자원에 대한 공급자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가? 

 [e4] 필요한 역량과 자원간의 Trade-off는 어떠한가? 제공해야 할 제품/서비스의 품질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e5] 필요한 기술은 개발해야 하는가 또는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이 기술이 경쟁/대체기

술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e6] 이 사업기회는 자원공급자와 기업가에게 충분한 보상/수익을 제공하는가? 

 [e7] 중요한 자원이나 기술에 대한 관리수단은 무엇인가?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잠재

공급자가 있다면 그들과의 의제는 무엇인가? 

 [e8] 자원 확보/관리를 위한 법적 이슈나 장재 위험에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e9] 이 사업의 가능한 Funding Source는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가?

 [e10] 이 사업에 필요한 Funding 규모는 어디인가? Funding Strategy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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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별체크리스트: KAIST Start-up Process ver.1(계속)

 [Stage 6] 창업 및 조직관리 (Founding and Organizing Stage) 
 [f1] 기업의 법적 형태는? 창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는 잘 알고 있는가? 
 [f2] 경영이념과 사업모형을 실현할 경영시스템은 잘 구축되었는가? 
 [f3]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화는 어떻게 하며, 인력은 어떻게 선발/채용 되는가? 
 [f4] 조직외부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외부협력자(Collaborator)는 누구인가? 그들과 어떻

게 협력하고 관계 관리를 것인가? 

 [Stage 7] 성장 및 위기관리 (Growth & Risk Management Stage) 
 [g1] 기업가의 역할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g2] 기업이 합리적인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화 전략은 있는가? 
 [g3] 이 사업의 대규모화(Scaling)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g4]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는가?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Stage 8] 수확 및 사회기여 (Harvest & Social Contribution Stage) 
 [h1] 이 사업은 특정한 수확구조를 가지고 있나? 수확을 유발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h2] 어떤 조건이 수확이나 지속 성장을 방해하는가?
 [h3] 수확을 통하여 기타 협력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혜택을 어떻게 배

분할 것인가? 
 [h4] 이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있었는가? 그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측정하고 제시할 것인

가? 그 규모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h5] 이 사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기업가의 비전은 달성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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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5팀인경우최소예산안

 총 2년 과정, 창업팀이 2인 1조로 5개팀인 경우에 대한 최소 예산안
 1년차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안: 총 1억 원

 카운슬러(박사과정 학생): 20만원 * 12개월 * 5팀 = 1,200만원
 카운슬러의 경우 1달에 4번(1주에 1번) 미팅을 가정함

 멘토: 50만원*12개월 * 5팀 = 3,000만원
 멘토의 경우 1달에 한 번 4시간 미팅을 가정함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5팀 * 200만원 = 1,000만원

 인턴십 운영: 5팀 * 2명 * 50만원 * 6개월 = 3,000만원

 독서모임 운영: 5팀 * 2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사례 분석 및 연구: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본 예산에는 운영비는 상정하지 않고 있음

 2 년차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안: 총 1억 원
 카운슬러(박사과정 학생): 20만원 * 12개월 * 5팀 = 1,200만원

 카운슬러의 경우 1달에 4번(1주에 1번) 미팅을 가정함

 멘토: 50만원*12개월 * 5팀 = 3,000만원
 멘토의 경우 1달에 한 번 4시간 미팅을 가정함

 DIY 워크샵: 5팀 * 5회 * 2일 * 100만원 = 5,000만원
 생산, 재무/회계,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등의 정형화가 가능한 이슈들

 기업 특화된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5팀 * 2회 * 80만원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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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 5팀인경우최소예산안(계속)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의견
 멘토링 비용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멘토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과정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됨

 실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수준임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든 실습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와 결과 정리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실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과목(전문가 과정)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또한 센터가 과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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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거버넌스제안

 센터-사업 수행기관-기업의 3자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함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이 사업을 수행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금과 노하우 및 기타 자원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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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심화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인프라/시스템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CSI)(부록 참조)와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 센터 지원

을 요청함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준비 정도를 탐색(Explorer), 심화(Advanced), 실무(Pro)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

를 제공

 캘린더(Calendar): CSI 주최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외부 기관의 행사 일정 안내

 학습자원(Resource):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서적, 교내 교육과정, 전문지 및 학술연구를 소개

 스탠포드 커넥션(Stanford Connection)
 스탠포드 외 사회적 기업 관련 기관 소개와 교내 동료 사업가 및 학생 그룹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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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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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강유리, 2013)

 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1, 오바마 정부)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고취 등을 골자로 함
 고성장 창업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확대

 연간 1,480억 달러 규모의 연방 R&D 성과 상용화를 강화하여 혁신적인 창업기업과 신규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고성장 스타트업에 불필요한 장애 식별 및 제거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간 협력 강화

1) 창업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와 초기단

계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 :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방식

 초기단계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 : 자금부족이 극심한 시기를 일컫는 죽음의 계

곡(Death Valley)을 건널 수 있도록 민간과 1:1 매칭으로 투자될 예정

 투자 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영구 감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

 성장단계별 자본조달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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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1, 오바마 정부) (계속)
2) 멘토와 창업가 연결

 민간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100개의 청정에너지 관련 창업기업

에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추진
 중소기업청(SBA)와 에너지부(DOE) 및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창업자 사업 시작시 필요한 물품, 온라인툴, 및 자원 제공)

3) 기업가를 위한 정부 역할 정립
 연방정부 고위급 관료의 전국순회

 DC-to-VC : 보건의료 기술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 벤처기업가, 인큐베이터의 회의체

4) 혁신 가속화
 i6 그린(i6 Green)

 혁신적인 클린 경제 구축을 위해 기술 기반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개념검증센터(Proof 

of Concept Centers) 를 활용

 개념검증센터 :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구

 특허심사 기간 단축 추진 :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
 우선 심사(트랙Ⅰ), 현행 절차 상 심사(트랙Ⅱ) 및 30개월까지 심사 연장(트랙Ⅲ)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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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민관협력부문: Startup America Partnership(SUAP)
1)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이하 SUAP) 조직

 최고 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 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 등 민간차원에서 혁신적이

고 성장하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재단
 교육: 고등학교, 지역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에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사업화: 지역 생태계/교수 참여 확대, 기술 라이센스 부여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대학

에서의 원천 연구가 시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원

 창업 지원: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모아 성공적인 기업가정신 액셀러레

이터 프로그램을 더 많은 도시 및 대학에 전파

 SUAP는 회원이 된 창업기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자, 고용인, 현재 매출 등

에 대한 자료를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며, 개별 기업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만을 보고의 목적으로 사용함

 각 주에 SUAP의 전초 기지(outpost)가 “Startup [Region]”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됨
 지역 단위 네트워크로 그 지역의 창업가에게 자본, 인력, 지식 등의 창업 생태계 각 요소로의 연결

성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약 12,000개의 창업기업이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지역 네트워크의 지역 대표자

들은 정기적인 전국 컨퍼런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간 단절을 막고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2013년 5월 SUAP는 Startup Weekend와 합병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UP 

Global로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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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민관협력부문: Startup America Partnership(SUAP)
2) 차세대 창업가 양성

 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인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 미국 저소

득층 및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영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온라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거나 구글 및 벤처캐피탈의 지원으로 프로젝트

를 운영

 멘토와 학생, 선생님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비즈니스 설계 강좌를 제공

3) 멘토와 창업가 연결
 경험있는 5,000명의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향후 3년간 6,000개의 유망한 젊은 창업가

를 지원하며 멘토로서 역할

 매년 100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경진대회
 기업의 전문가로부터 교육, 피드백, PR, 네트워킹 등을 제공 받음

4)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신규 투자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제공, 교육 확대,

 학계 및 벤처캐피탈과 연합을 통한 기술 및 멘토십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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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민관협력부문 : Startup America Partnership(SUAP) (계속)
5) 혁신 가속화

 대학생 창업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

 초기 단계 창업가를 위한 Fund조성, 지원받은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 의무 제공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 및 학생들에게는 기업가정신이 경쟁력 있는 진로의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창업가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6) BusinessUSA 인터넷 포털 구축
 단일화 또는 표준화된 창업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구사하기 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활

용가능한 자원들을 연계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함

 2011년 10월부터 운영 되고 있는데, 기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탑 사

이트(one-stop shop)로, 농림부, 상무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등 26개 주요

관련 기관의 자원이 연계되어 있음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과 기관 및 관련 정보를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가 한 곳에서 쉽게 자신에게 적합한 필요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이점이 있음

 산업 부문별로 창업을 지원하는 기구와 자원이 존재하며, 전 연령대의 창업 준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업계획서 수립과 같은 공통적인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구

축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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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미국 SBA(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창업지원
 대출과 사업등록, 창업 및 사업운영 대한 지원을 3C의 개념적 모델(Capital, 

Contracting, Counselling)에 근거하여 지원

 이외의 실질적인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법을 통해 실

시되는 서비스는, SBA가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유관 자원들을 연계하

여 주는 허브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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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미국의 창업 지원은 산업부문 및 성장단계별 교육, 멘토링 및 자금지원의 모든 영역에

서 이루어짐
2. 민간 비영리 재단(SUAP)이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하여 창업 교육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 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
(BusinessUSA.com)하여 창업자 및 창업 준비자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
력함

 주요 시사점
1. 미국의 창업 지원은 산업부문 및 성장단계별 교육, 멘토링 및 자금지원의 모든 영역에

서 이루어짐
2. 민간 비영리 재단(SUAP)이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하여 창업 교육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 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
(BusinessUSA.com)하여 창업자 및 창업 준비자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
력함



영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정부차원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Flying Start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최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멘토링, 재정지원 등

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
 Young Enterprise :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Science Enterprise Challenge(SEC) 프로그램
 영국의 고등교육혁신기금(HEIF), University Challenge와 함께 대학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중 하나로, SEC는 1999년 영국 과학기술부에 의해 발족된 대

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임

 Business Link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영국 전역 에서 제공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로서, 

경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는 물론 수출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

 1993년 무역산업부(DTI)에 의해 도입된 기업지원활동의 원스톱 샵(One-stop shop)으로

서, 기업지원 관문역할을 수행

 단일 접촉지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적 정보와 조언 통로를 제공하는 업계와 정부

간 지방 제휴활동의 전국 네트워크로서 창업에서 성장 및 승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비

즈니스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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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정부차원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계속)

214

<표> Flying Star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표> Young Enterprise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표> Flying Star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계
속)



영국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
 Make Your Mark 

 영국의 10∼20대 청년층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고 고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

었으며, 청년들에게 영리・비영리 사업체의 창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

을 통해 사업에 대한 창조적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영감

을 제공하는데 초점

 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업을 고려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에 설립된 협의체로 영국 기술산업혁신부(BIS)의 지원을 받아 운영

 대학들의 기업가정신 문화를 바꾸고, 기업가정신이 함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의체의 고유 사업 중 하나가 “Flying Start”로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사업

계획 지원 및 멘토링 등 대학원생들이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Entrepreneurs 
 BIS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과 기업 마

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Inspiring Future 
 지역 내 산업체와 전문가들이 청년층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및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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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이윤준외(2012))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정책 현황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일본의 청년 창업활성화 미비의 가장 큰 이유로 청년층의 낮은 도전정신을 지적되어 온

바, 일본 정부는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사업들을 실시

 창업교육(기업가교육) 활성화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 마인드를 함

양시키고 이를 통해 창업을 포함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장

 ‘자신의 회사를 세운다. 혹은 자신의 가게를 갖는다’라는 의식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발견, 

문제해결력 배양, 커뮤니케이션능력, 창의력, 의사결정력 등의 기업가마인드를 직접적 체험 활

동 을 통해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구성

 와세다 대학 등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가 교육강좌의 2/3는 MBA나

MOT 등 주로 대학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기업가강좌 개설 수는 2005년 71개, 2006년 131개, 

2007년 151개로 증가추세

 일본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1999년부터 중앙정부 지원 하에 전국상

공회 및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단기집중 연수과정(창업스쿨, 세미나 등)의 형태로 제공
 창업과 관련하여 일본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chusho.meti.go.jp/)에 게재되어 있는 자

료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창업관련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

는지에 대한 정보가 Q&A 형식의 만화 등으로 보다 쉽게 구성되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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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이윤준외(2012))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정책 현황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계속)

 창업교육(기업가정신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위해 교수나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가, 관련 외부 강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대학원 기업가 교육 추진 네트워크(‘The Jap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를 구성하여 기업가 교육

의 활성화에 기여

 주요한 활동으로는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laza’운영, 매거진 발행, 창업교육과 관련

된 국가적 이벤트 개최, 외부강사 인정 및 활용, 모델강좌 인정, 기업가교육 교재 보급 및 촉진 등

 대학 벤처 지원사업
 해당 대학 출신 경영자 등을 활용한 경영자문, 대학기업간 인재교류 촉진, 해당 인재의 연

구성과에 기인한 사업화 지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과 관련해서는 대학 스스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 및

시장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이를 제공하고,  벤처기업들이 대학명을

상품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창업자금 및 엔젤투자 지원
 창업자금지원 : 일본 정부는 여성 및 30세 미만 청년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일본정책금

융공사를 통한 저금리 자금을 지원

 엔젤투자 : 일본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 조치를 만들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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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프랑스 정부의 창업 지원제도
 개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및 회계 규정을 유리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pas de chiffres d’affaires = pas decharges sociales ou fiscale)”라는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세금 : 총매출에 대한 최소 고정 비율의 세금만을 부과

② 회계 :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구비할 필요가 없음

③ 매출 제한 : 세금 혜택은 일정 매출액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매출액 한도는 업종별로 다름

④ VAT : 재화의 구매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⑤ 등록 절차 : 자영 사업자는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또는 직업청(Chambre de 

Metiers)에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http://autoentrepreneur.fr/)을 통해 신청서

를 작성하고 보내면 사업등록번호가 부여됨

⑥ 사업용 재산세 면제 : 자영 사업자는 창업 당해년도를 포함, 3년간 사업용 재산세를 면제

 자영 사업자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

으로서, 즉 구직자는 물론이고 봉급생활자, 학생, 연금 생활자, 공무원까지 성인이

라면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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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창업지원기구 (Agence Pour la Creation d'Entreprises) : 창업시에는 업종과 시장

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과 세무 등의 법제도, 행정절차, 각종 창업지원제도의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출판물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와 실업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 인큐베이

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이 3천 개 정도 존재하며, APCE는 그 기관들과 네트워

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

 창업희망자와 창업자에 대한 연수 및 지도
 CCI de France (프랑스 상공회의소) : 사업개발, 교육 및 고용, 정보 및 혁신, 국제, 

지속가능한 개발, 절차 등에 대한 연수 제공

 Boutique de Gestion (점포 관리) : 사업의 개발, 시장 조사 및 사업 관리,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등 창업 전부터 창업 후까지 연수와 지도를 실시

 EGEE(Entente des Generations pour l'Emploi et l'Entreprise : 고용과 기업을 위

한 세대간 이해) : 수공업회의소와 은퇴한 기업경영자 등이 창업희망자 등에 전문

지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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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자금 지원
① 정부계 금융기관(BDPME; Banque du Developmen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중소기업개발은행)에 의한 융자 및 신용보증

② 비영리조직에 의한 융자 및 신용보증
 FIR(France Initiative Reseau) : 전국에 248개의 지역조직을 갖는 협회(association)이다. 

지역조직도 각각 독립된 협회

 France Active : 40개의 지역 조직을 갖고 있으며,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자의 창업 지원

③ 노동연대성(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실업자가 창업할 경우에 사회보험료 지불을 1년간 면제

 기업가 정신 교육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스본 아젠다‘에서 유럽연합(EU)은 초등학교에

서 대학까지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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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영국의 창업 지원은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창업단계별

지원을 수행
2. 일본과 프랑스는 전 연령 및 계층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주요 시사점
1. 영국의 창업 지원은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대학 및 비영리기관이 창업단계별

지원을 수행
2. 일본과 프랑스는 전 연령 및 계층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덴마크의창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2012)

 창업 지원제도
①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 청년들을 신생 기업과 연계

 국제기업가아카데미(IDEA; The International Danish Entrepreneurship Academy)에서

젊은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신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창업자들이 웹 기반 네트워킹을 통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자본금 마련과 세제혜택 부문

 기업가 정신교육
 과학기술혁신부, 문화부, 교육부 및 경제산업부 등이 연합하여 설립한 덴마크 기업

가정신 재단(Dansk Fonden for Entreprenørskab)에서 제공
 학교 및 지역 기관의 경영 지원

 교사의 교육 및 훈련

 기업가 정신 교육 기관에 교육과정 및 과목의 범위 확대 제공

 교수요목을 개발하고 평가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지 확인

 기업가 정신 주제 영역과 교육기관간 확인

 기업가 정신 교육에 연구 기반(research-based) 지식 제공

 각급 교육기관에 기업가 정신 교육의 잇점 홍보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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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창업지원제도 (고산외, 2013)

 아일랜드 InterTradeIreland FUSION Program

 1.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 - 기술을 보유한 개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석사 이상의 능력/경험/기술력을 갖고 있

는 학생들을 PM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개별 파트너대학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

생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직접 전수 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에서는 신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거의 불가능함

 2. 추가 교육의 기회 제공 - 기술전문가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고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전문인력은 벤처기업의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음

 참여자들에게 UCD Michael Smurfit Business School의 경영 실습 석사 학위 수료를 위한

자금을 제공함. 이를 통해 경험의 질적 차이를 개선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기술전문 인

력들에게 체계적으로 경영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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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창업 지원제도는 고등교육 수료 인력을 벤처기업에 연계하여 이

들 기업의
인적 및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는 개입정책이 중점적임

 주요 시사점
1.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창업 지원제도는 고등교육 수료 인력을 벤처기업에 연계하여 이

들 기업의
인적 및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는 개입정책이 중점적임



이스라엘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창업보육센터 : 유태인&소련 이민자(연구직 등) 영입 정책 원류

 연구시설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및 경영지원, 아이디어 및 신기술 구체화 자

문, 전략적 파트너 및 투자자 연결, 법무지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연구개발팀

편성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방면의 교육 진행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계에서 경영경험이 있는 민간 매니저가 경영
 조건 : 10~12개 프로젝트 진행, 50% 이상의 신규 이민자 고용, 개발 제품의 국내 생산

 보육센터에 입주 시 유한책임회사 설립해야 함
 주식배분 가이드라인 : 창업주 50%이상, 종업원 10%이상, 투자자 20%이내, 보육센터

20%이내

 입주기간은 2년, 지원규모는 승인비용의 85%이내, 지원금 상환은 로열티 방식

 자금지원

 헤즈넥 펀드 : 정부가 민간투자금액과 비례하여 창업기업에 투자
 최대 2년, 사업비의 50% 초과 지원 불가, 투자자는 창업기업의 정부주식을 일정시점에 일

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함. 지원기업은 투자자와 펀드위원회에 2년의 사업

계획서 제출

 요즈마(Yozma) 펀드 : 외국자본을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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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창업교육 : IT부문 20대 인재에 집중 투자

 군대 및 대학 시스템 활용
 테크니온 공대, 히브리대학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학문적 성과를 상업화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함

 청년창업교육프로그램 IDC(Interdisciplinary Center)의 Zell Entrepreneurship : 대학 마지

막 학년에 신청, 리더십&기업가정신 갖춘 인재 선별 후 1년 간 진행, 영어 강의, 이론 및 실

전 경영교육 지원

 제대 후 창업 사례 : 인터넷 방화벽 ‘체크포인트’, 통화감시장치 ‘나이스시스템’, 음성메일

‘콤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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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이스라엘 정부는 20대 청년의 기술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대학 및 군대 시스

템과 연계한 연구센터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 국가가 창업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수용(지원 금액을 창업 기업의 로열티

로 상환, 창업 기업의 주식 매수 등)함으로써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시너지를 창출함.

 주요 시사점
1. 이스라엘 정부는 20대 청년의 기술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대학 및 군대 시스

템과 연계한 연구센터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 국가가 창업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수용(지원 금액을 창업 기업의 로열티

로 상환, 창업 기업의 주식 매수 등)함으로써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시너지를 창출함.



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3대 창업활성화 전략(Startup Guidance Plan) : 창업보육 환경개선, 

창업정보 플랫폼 구축, 창업자금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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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만 중소기업청의 3대 창업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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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표> 대만 중소기업청의 신흥 중소기업 배양 전략



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창업육성센터(총 131개)
 지원계약기간은 1년 단위 갱신, 매년 심사결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함

 핵심역량 :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5개 분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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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만 창업육성센터의 유형



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228

 창업육성센터(계속)
 창업통합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관련 지식, 인력, 자금, 기술

정보를 센터(SM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Service Centers)로

통합하여, 10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 및 20여 개의 청년창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교

육프로그램과 연계

 전략산업별 전문 창업육성센터 설립 : 바이오/제약산업, 녹색에너지산업, 문화콘

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특화된 육성센터 설립
 입주기업을 보육 전단계(pre-incubation), 보육단계(incubation), 보육 후단계

(post-incubation)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

 교육프로그램 예 :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기획, 지식재

산권 관리,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조달 기법 등



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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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지식플랫폼 가동
 초기단계 기업 : 무료 핫라인 통해 창업컨설팅 제공, 창업관련 지식창고 운영, 창업

포럼 개최, 뉴스레터 등 홍보활동 수행

 성장단계 기업 : 맞춤형 컨설팅(기업가정신 강의, 학회 개최, 네트워크 형성 등)

 창업기업 지식창고(Start-up Knowledge Database) 구축
 창업 관련 FAQ, 관련 페이퍼, 창업 핸드북, 창업 관련 온라인 교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 교육 자료, 창업 관련 케이스 스터디 자료가 제공됨. 산학 공동연구개발 성

과를 공유하고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 개발기술을 사업

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 및 기회요소 등에 대한 지침서도 제공함

 다원화된 창업모델 제시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통합모델 : 투자/융자지원 연계, 실험실 제공, 멘토 지원

 동 대회 실패자 대상으로 ‘창업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대기업 분사창업을 활성화

 대학 동창회를 통한 사제간 창업 장려 : 대학 동창회의 기술창업 지도고문단 지원, 

자금모집을 위한 창업 장학금 설립 주도

 여성창업 활성화 : 여성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을 선정해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교육

제공



대만의창업지원제도 (이윤준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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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지원
 중소기업 발전기금(SME Development Fund)과 행정원 발전기금(Executive Yuan 

Development Fund)을 통해 벤처캐피탈 펀드 지원
 20~45세 청년 및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융자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위해 ‘창업서비스권’ 또는 ‘혁신권’을 발급 방안을 논의 중
 창업서비스권은 6대 신흥산업 및 4대 지식산업에 속한 청년창업가, 국내의 창업선발대

회에 참가해 우승한 적이 있는 청년창업가,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육성센터를 졸업하여

탄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백만 대만달러(약

3500만원)를 1:1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

 혁신권은 혁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의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을 보조

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처의 혁신보육센터 졸업 기업이며,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0

만 대만달러(약 1천만원)를 1:1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

 주요 시사점
1. 대만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별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

며, 창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정보 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함.
2. 또한 재계약을 통한 장기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을 진행함으로

써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양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주요 시사점
1. 대만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별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

며, 창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정보 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함.
2. 또한 재계약을 통한 장기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을 진행함으로

써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양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부록B: 해외사회적기업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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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영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2005년 7월 ‘공동체 이익회사 규정(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을

제정하고, 영국 통상산업부(DTI)내에 사회적 기업 추진단(SEnU; Social  

Enterprise Unit)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지원을 전담
 정책지원체계는 범정부적 사회적기업 지원전략(UK Social Enterprise Strategy: SES)에

기초함

 사회적 기업의 80% 이상을 기업체로 규정하고,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의 법적 기반은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유

사한 측면을 보임
① 정부조달 혜택

②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을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진단 서비스 등 수행

③ 국민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제공 시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여 시장전달 메커니즘 하에서 이

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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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영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계속)
 중앙정부는 통상산업부의 사회적 기업 추진단(SEnU) 및 Business Link(BL)와

45개 지역 BL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

 사회적 기업 추진단은 사회적 기업개발, 성공적인 사례보급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

과 성공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에 주력하며, 기금운영을 통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

로 지역주민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

 Business Link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관리, 마케팅, 인력확보 등에

대한 자문 및 훈련제공, 분야별 기업전문가 (Business adviser)를 두고 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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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미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함께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비영리 공

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면서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 빈곤층

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모델이 미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정책의 모체임
 이에 따라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활동에서 점차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사회적 기업 경영으로 변해갔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가 존재함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부문, 상업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프로젝트제출을 통해 중앙 및 주 정부의 지원

을 활용함

 공익을 위한 민간 비영리단체를 인정하지만, 그 방식이 각 주마다 다름
 각 주마다 비영리 부문의 단체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조직이나 법인 또

는 트러스트 형태로 조직

 트러스트는 우리나라의 재단과 비슷하며, 회원 개개인은 명시된 트러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노력

 법인의 이사들에게는 제한된 책임만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마다 다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활용

이 가능

234



미국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미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계속)

 사회적 기업들과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과세

정책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민간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다양한 재정, 교육, 훈련, 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함

 민간재단이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발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행

 연방정부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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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미국과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고용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가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unbundling) 및 수혜자 계층별 서비스 질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
고 중소기업 지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
개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육성단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및 전략과 관련된 맞춤형 자문과 재무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기업전문가 구축 및 양성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함.

 주요 시사점
1. 미국과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고용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가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unbundling) 및 수혜자 계층별 서비스 질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
고 중소기업 지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
개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육성단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및 전략과 관련된 맞춤형 자문과 재무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기업전문가 구축 및 양성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함.



일본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일본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일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지원/보조하는 사업

(사회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추진시책)을 시작
① 중간지원 기능강화사업에 대한 지원

②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③ 마을 부흥을 위한 청년층 창업지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상품, 농지, 산림자원, 인재 등의 잠

재능력, 발전 가능성을 활용하여 도시와 연계하여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보조

④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블록 단위의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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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의 사회적기업 유형



일본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일본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계속)
 공공활동의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공공 담당자인 NPO등의 자립적인 활동을 지원

하고 공공의 확장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 사업을 실시(2010년)
 기업 등과 연계하여 자금과 활동기반 면에서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

과 신규기업, 사회적 기업, NPO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규제 및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제도

① NPO 등의 활동 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

② 기부 모집 지원 사업

③ 융자자금 이용 지원 사업

④ 브릿지론의 이자 지급 사업

⑤ 새로운 공공장소 만들기 시범 사업

⑥ 사회 혁신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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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형 사회적기업 개념도



이탈리아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탈리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1) 사회적 기업의 역사적 배경
 이탈리아의 복지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보다 현금급부에 의한 금전적인 재분배가 중시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전통적인 공공지출로는 해결할 수 없었으며, 복지서비

스에 참여하고 있던 공공과 민간기업들은 오일 쇼크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 요구로 새

로운 조직 형태로 ‘사회적 연대협동조합(Cooperative di solidarieta sociale)’이 출범

2)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은 조건에 따라 A타입, 혼합형인 B타입, A, B 2개의 목적을 가진

혼합형인 사회적 컨소시엄 그리고 회원의 70% 이상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성하는 사

업연합조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이들 중 A타입과 B타입이 대표적인데, A타입은 생산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

영될 수 있지만 기업적 성격을 가짐

 B타입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것으로 그 소속 직원의

최소 30%가 취약계층 노동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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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탈리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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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탈리아의 A타입 협동조합과 B타입 협동조합의 비
교



이탈리아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탈리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특징 (계속)

3) 사회적 기업의 지원체계와 사회적 기업 교육
 직접적 지원

 B타입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토지취득시 세금을 우대

 정부는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중간지원 조직에서 경영자문, 홍보, 인재육성에 지원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연합조직인 중간

지원조직으로부터는 지원

 사회적 기업가 교육과정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차원의 자생적인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원체계가 적극적

이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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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1. 일본과 이탈리아 정부 또한 영국 및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을 공공서비

스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무 및 운영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사회적 기업의 출범이 커뮤니티 기반의 민간 자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

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
고 있음.

 주요 시사점
1. 일본과 이탈리아 정부 또한 영국 및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을 공공서비

스 고도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무 및 운영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사회적 기업의 출범이 커뮤니티 기반의 민간 자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

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
고 있음.



부록C: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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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준비 정도를 탐색(Explorer), 심화(Advanced), 실무(Pro)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

 캘린더(Calendar)
 CSI 주최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외부 기관의 행사 일정 안내

 학습자원(Resource)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서적, 교내 교육과정, 전문지 및 학술연구를 소개

 스탠포드 커넥션(Stanford Connection)
 스탠포드 외 사회적 기업 관련 기관 소개와 교내 동료 사업가 및 학생 그룹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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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전체 구성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탐색(Explorer) 단계: 다음의 6개 세부 절차로 구성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가를 통한 동기 부여

3) 현업 용어의 이해

4) 스탠포드의 입문 과정 탐색

5) 본격적인 시작과 핵심 이벤트 참여

6)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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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사회적기업 탐색(Explorer)의 6단계를 보여주며,
(사회적기업의 정의, 용어, 교육과정 소개 등)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으로 연결 (다음장)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다양한 기관 전문가 및 명사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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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Skoll Foundation, Greg Dees 등이 정의한 사회적
기업 및 관련 현업 용어의 정의를 소개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2. 사회적 기업가를 통한 동기부여

 사회적 기업 명사들의 성공사례 소개 (사회적 사업가(좌) 및 시민사회 리더(우))

245

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사회적기업가 및 시민사회 리더들의
성공사례 및 인터뷰를 제공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2. 사회적 기업가를 통한 동기부여 (계속)

 사회적 기업 명사들의 성공사례 소개 (후원단체(좌) 및 비영리 기구/커뮤니티 리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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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명사들의
사례를 소개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3. 현업 용어의 이해

 조직 모형, 법률/재무 용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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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현업 전문용어(분야정의, 조직모형, 법률구조, 인증
체계, 후원 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용어들)를 설명

분야 정의(사회적 기업의 범위 / 사회적 혁신)

조직 모형 (비영리벤처 / 사회적 기업)

법률적 구조 관련

인증체계 관련

후원 관련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4. 스탠포드의 입문 과정 탐색

 스탠포드에 개설된 입문과정과 각 분야별 심화과정을 소개 (학습자원→교육과정 메뉴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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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위 링크 클릭 시 스탠포드 내 개설된 사회적기업 관련 전체 과정
리스트로 연결(학습자원→교내 교육과정 메뉴로 이동)

3가지의 사회적기업 입문과정 소개
(도시학 및 전략경영학 개설과목)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5. 본격적인 시작과 핵심 이벤트 참여

 CSI에서 진행하는 행사 외에도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일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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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외부 기관
(Tech Award Summit, 
Ashoka U 등)에서
진행하는 관련 행사도
안내하고 있음

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스탠포드
CSI 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이벤트들을
소개

스탠포드 내 개최 예정인
이벤트들을 캘린더에 표시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탐색(Explorer) 단계 – 6.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과 관계된 외부 기관과 교내 동료 사업가 및 학생 그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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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가

• 교내 학생그룹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위의 버튼 클릭 시 사회적기업 관련 외부기관 / 교내의
사회적 기업가 / 학생그룹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우측과
같이 나타남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교내 사회적 기업가

학생 그룹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심화(Advanced) 단계

1) 사회적 기업가의 길

2) 동향과 다양한 시각들

3)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4) 실무 경험 (개설 예정)

5) 사회적 영향력 투자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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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사회적기업 설립 심화(Advanced) 5단계를 보여주며, 
각 단계를 클릭 시 세부 정보로 연결됨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심화(Advanced) 단계 – 1. 사회적 기업가의 길

 동문 사회적 기업가의 인터뷰(활동 직업/활동 계기/조언/인생의 비전)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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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스탠포드 동문 사회적기업가를 소개하며, 
클릭 시 직무의 소개와 기업 설립 동기
등에 대한 인터뷰를 보여줌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심화(Advanced) 단계 – 2. 동향과 다양한 시각들

 전세계 사회적 기업가 및 연구자들이 작성한 문헌 및 홈페이지들을 소개

 추가 정보는 학습자원의 서적/전문지/학술연구 등의 부분으로 연결되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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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추천도서/기사 및 블로그를
소개하며, 아래의 링크 클릭
시 더 많은 학습자원 정보를
제공함(학습자원 메뉴로 이동)

사회적기업가 자서전

사회적기업 연구서적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심화(Advanced) 단계 – 3.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스탠포드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프로젝트 기반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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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허브

로드맵

• 탐색단계

• 심화단계

• 실무단계

캘린더

• CSI 주최

• 외부기관 주최

학습자원

• 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

스탠포드 커넥
션

•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스탠포드 내 개설 과목을 소개

각 분류를 클릭하면 해당 분류에 속한 개설
교육과정 리스트 및 강의계획서를 보여줌

경영대학원(GSB) 개설과목

공과대학 개설과목

기타 학과(심리학, 공공정책학, 
도시학 등) 개설과목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1)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2) 후원자금의 조달

3) 최적의 조직 구조 선택

4) 성공적인 팀의 구성

5) 필수 및 금기사항

6) 주요 기업활동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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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외부기관

• 교내 동료 사업
가

• 교내 학생그룹

사회적기업 설립 실무(Pro) 6단계를 보여
주며, 각 단계 클릭 시 세부내용으로 연결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1.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합한 모델 캔버스/계획서 양식 및 작성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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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양식을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시 목차 구성 예시와
작성 샘플을 제공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2. 후원자금의 조달

 스탠포드의 보조금/장학금, 외부 사회적 투자기관 및 크라우드 펀딩 정보와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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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 시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장학금 목록

외부 보조금 및 임팩트 투자펀드
기관 소개

유형별(자기자본형/채무형/자선기금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소개

관련 서적과 사례들을 소개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3. 최적의 조직 구조 선택

 조직 구조 결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 관련문헌 / 문서양식 / 후원단체 정보 및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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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업무에 특화된
법률자문회사 소개

법무 양식 제공 및 소개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구조에 관한 문헌 소개

비영리 기관 설립과 재정후원계약
방식의 비교 및 관련 기관 소개

관련 사례 및 추가적 사례
제공기관 소개
(Global Health 
Innovation Insight Series)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4. 성공적인 팀의 구성

 최적의 공동창립자 및 팀 멤버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질문지 샘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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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벤처 공동창립자를 탐색하기 위한 토론 질문 샘플

시작 동기 / 초기 2~3년간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공동창립자 중 누군가가 그만둔다면?

당신의 위험 선호도는?

예상하는 일주일 중 근무시간은?

업무와 인생의 일치도는?

CEO를 선정하는 올바른 방식은?

최적의 팀 구성원을 찾기 위한 인터뷰 질문 샘플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5. 사회적 기업 운영의 필수 및 금기사항

 사업 모델, 내/외부 관계자, 기업 운영 측면에서의 21가지 수칙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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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관련 6가지 수칙

내/외부 관계자 관련 3가지 수칙

기업 운영 관련 12가지 수칙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로드맵(Roadmaps): 실무(Pro) 단계 – 6. 주요 기업 활동의 측정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에 대한 문헌과 주요 6가지 프레임워크 제공 기관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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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력 측정 개요 문헌

6가지 사회적 영향력 측정 프레임워크 및 리소스 제공기관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사회적 기업 리소스 허브(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Hub)
 학습자원(Resource): 교육과정(Courses)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서적/교육과정/전문지/학술연구를 소개하는 페이지

 이 중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역량(일반 창업/금융론, 리더십, 의사소통, 

인권, 자선사업, 정책, 디자인, 사회문제 등) 별로 스탠포드 교내 교육과정을 분류 후 제공

 세분류 선택 시 각 교육과정의 소개와 특징(프로젝트 진행/역량 개발/사회부문별 이해)

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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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 교내 교육과정 / 전문지 / 
학술연구의 4가지로 분류

‘교내 교육과정’내 카테고리 선택 시 개설과목명 및 특징 소개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CSI 주최로 진행중인 프로그램(Social Entrepreneurial Programs)
 Stanford Social Entrepreneurship Exchange: 연사 초청 강연

 Social Innovation Fellowship: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 장학금

263



스탠포드사회혁신센터(CSI)

 CSI 주최로 진행중인 프로그램(Social Entrepreneurial Programs)
 Social Entrepreneurs Bootcamp: 사회적 기업가 동문초청 1일 캠프

 Stanford Venture Studio: 공동작업 또는 입주공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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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D: 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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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영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기관으로서, 영미권 전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SSE는 실천학습(Action Learning) 중심의 사회적 기업 양

성기관
 1997년 Young Foundation의 Michael Young이 설립한 것으로서, 현재는 호주를 포

함한 영국 전역에 20여 개의 SSE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배출함
 졸업생의 85%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졸업생 만족도 80%)

 SSE는 실무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프랜차이즈(social franchise) 모
델을 통하여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
 사회적기업가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
 지부와 외부 가맹기관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형식의 교육 방법 확산
 본교는 교육과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각 분교는 지역 현실에 맞춰 학생을 선발함

 캠퍼스별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실천학습을 포함한 교육모듈들로 구성됨
 소규모 학생 그룹 기반 실천학습을 중심으로 목격 과정 / 전문가 과정/ 멘토링 / 현장 방

문 등의 모듈 중 전체 또는 일부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크게 창업과정과 기존 사회적기업 대상 심화과정으로 구분되며, 프

로그램 기간 또한 하루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구성됨
 1년 진행 시 수업일수는 35일 정도, 각 기수별 최대 20명 등록
 교육 기간 중, 최소 주 3일 이상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계속 관여하며 일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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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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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재지역 개설 프로그램

Australia

Incubator Program

Accelerator Program

Social Change 101

Bankstown Change Makers

Canada
(Ontario)

SSE-O Social Entrepreneur Fellowship

Bristol Get Ready to Make a Difference

Cornwall

B2B Master Class

Fellowship Start Up Programme

Social Enterprise Focus Project

Dartington
Get Ready to Make a Difference

Green Entrepreneurship in Action

East of England
Entrepreneurship for Public Sector

Cool 10 Environmental Entrepreneurs

Hampshire
Young Social Entrepreneurs Programme

Other courses on offer

캠퍼스 소재지역 개설 프로그램

London

Fellowship Start Up course

Leadership Development - with YSC

Measuring Social Impact - with nef consulting

Social Franchising with ICSF
(International Centre for Social Franchising)

Trading for Sustainability 

Smart Giving

Right to Request 

Kickstart Your Social Media Strategy

Empowering Your Staff to Perform

Sources of Funding

Strategy Made Simple

North West
Environmental Programme
Core Wigan and Leigh Programme

영국 내
12개 지역
캠퍼스

Lloyds Bank Social Entrepreneurs Programme
1) Start up: I have a new project or idea
2) Scale up: I have an established organisation
3) Award: Social Entrepreneur of the Year

<2013년 11월 기준 SSE 전 캠퍼스 개설 강의 리스트>



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기업가 개인 별로 필요한 지원과 훈련방식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지

속적으로 기업가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적절한 교육
과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형 맞춤 교육을 강조

 SSE가 주목한 사회적 기업가의 특징은 기업의 설립동기와 그 과정이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임

 또한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비즈니스 지식과 기술에 못지않게 감정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
다는 점을 주목함

 사회적 기업의 경우 특히 기업가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이 그들이 운영하
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SE는 사회적 기업가들
로 하여금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감정적인 지원 역시 SSE의 중요한 몫이라 생각하고 있음

 이에 따라 SSE는 교육의 결과로 졸업생들이 자신감과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까지 모두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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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교육 프로그램 모듈) SSE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듈 중 일

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구성됨

 1. Action Learning Sets (실천 학습)
 SSE의 핵심모듈로서, Reginald Revans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소규모 그룹 토론 방법론.
 수강생들은 과정 등록 이후 바로 소수인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속하게 되고, 각 그룹에

진행자(facilitator)가 배정되어 교육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 토론을 진행하게 됨. 
 논의되는 주제들은 수강생들의 사회적 프로젝트나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이며, 토론 진행자는 기업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기업가 자신의 개인
적인 문제까지 함께 토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감.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기업 내 동료와 종업원들과의 관계,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기업
운영에 관한 감정적인 이슈 등이 이 토론에서 다루어지게 됨. 

 이러한 토론을 거치면서 수강생들은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됨.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토론을 하다 보
면 같은 그룹에 속한 동료 교육생들과의 관계는 특별해지고, SSE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됨. 

 또한, SSE의 졸업생들도 이 토론과정에 참석해 교육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관계
를 맺게 되고, 교육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게 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자신감과 인적 네트워크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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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교육 프로그램 모듈 계속) SSE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구성됨

 2. Witness Session (목격 과정)
 이미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 기업가들이 직접 SSE를 방문하여 교

육생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임.
 이 자리가 '목격 과정'이라 명명된 이유는 선배 사회적 기업가의 전문 노하우를 강연을 통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교육생 자신이 기업가들의 경험을 목격하
고, 성공의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임. 

 이 과정 역시 SSE 교육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초대된 사회적 기업가
는 2~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생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설명하게 됨.

 교육생들은 선배 기업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전수받기 위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고, 목격한 것을 평가하고, 자신의 기업에 적용하
면서 새로운 질문을 이어나가게 됨.

 이 과정 역시 교육생들에게 자신감, 인적 네트워크,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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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교육 프로그램 모듈 계속) SSE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구성됨

 3. "Show-How" Project Visits (현장 방문)
 이 모듈에서 수강생들은 현재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의

프로젝트 진행 현장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며, 이후 성과를 내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방
문하는 기회를 갖게 됨.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강의실에서의 토론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현장에
서의 다양한 통찰력과 영감을 갖게 됨.

 4.  Expert Session (전문가 과정) 
 SSE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주제는 수강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기획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가로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전문가
과정을 통해 교육함.

 이러한 주제들은 주로 전문가의 지도가 요구되는 기술적인 분야로서,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재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등 기업경영 전반에
요구되는 지식들임.

 SSE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초빙된 전문가들이 수업 주제를 정하지만, 그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으로 진행되는 SSE만의 토론방식을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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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교육 프로그램 모듈 계속) SSE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구성됨

 5. Personal Tutors (개인별 전담 교사)
 수강생 1인당 1명의 전담 개인교사가 배정되는데, 개인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강생

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조언이 SSE의 교육과정을
통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임.

 수강생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강생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것을 얻기 위하여 SSE의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지원방법(정보와 인맥포함)을 이용해야
할 지에 관해 조언함. 

 6. Mentors (멘토링)
 SSE는 또한 수강생들에게 멘토 한 명을 소개해준다. 교육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멘토를

소개해주기 위해 SSE는 멘토 후보와 수강생 간에 수 차례 만남을 주선함. 따라서 교육생
이 가장 적합한 멘토를 만나게 되는 시점은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후가 됨.

 멘토들은 주로 수강생들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회적 기업가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로서,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SSE 수강생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됨.

 수강생들은 멘토로부터 전문지식을 전수받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사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다양한 조언을 얻게 되며, 대부분의 멘토-멘티 관계는 수강생이 SSE 과정을 수료
한 이후에도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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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교육 프로그램 모듈 계속) SSE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구성됨

 7. Intensive Study Residential Block (집중 교육 과정) 
 SSE 1년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교육 기간 중 최소 1회 개최되는 과정이며,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SSE 프로그램 전체 참가자들이 모이는 집중교육과정임.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모임은 교육 기간 중 많게는 매월 1회씩 진행되기도 하는

데, 이 과정은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과정이 진행된 지역의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목격 과정, 전문가 과정 등이 진행됨.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동료들과 교류하는 기회
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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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운영 지원) 또한 SSE 운영센터에서 졸업생 동문조직과 기타 자료 지

원을 수행함

 8. Fellowship Network (졸업생 동문조직)
 SSE 수료 후에는 졸업생(SSE Fellow)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 자격은 평생 지속됨.
 Fellowship Network는 일종의 클럽처럼 운영되는데,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SSE 졸업

생과 지속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됨.
 SSE 졸업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현장의 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초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도 함. 또한, 관심분야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조성해 정
보를 공유하며, SSE에서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해 졸업생들의 근황을 전함.

 9. 기타 지원
 수강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SSE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자료, 회의장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SSE에서는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또한 수강생들은 SSE의 도움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

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동료 및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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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수강생의 선발 및 과정 운영) 위와 같은 현장중심, 경험중심, 개인

맞춤형 교육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엄격한 수강생 선발에서부터 시
작됨.

 전 연령 및 배경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발하며, 종교/정치적으로 깊게 연관

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SSE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공식적인 학력이나 자격증은 없으며, 심층적인 인터뷰

를 통해 아래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선발함
 실천하고 바로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집중력이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

 모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및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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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에대한평가 (김덕원, 2013)

 1. 프로그램의 장점(nef 연구보고서, 2006)
 교육과정이 독특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짐

 개인적인 지원에 있어서 깊이와 넓이가 있으며, 영감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

워킹을 통해 끝까지 지원한다고 평가함. 다르면서도 유익하다는 참가자들의 평가.

 사회적기업가의 개인적인 성장이 목적
 생의 여정 전체와 자아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개인적으로 튜터와 매니저를 지원하

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창업의 순간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

었음.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과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음

 학위나 그에 준하는 경력(degree or equivalent experience)에 얽매이지 않음
 외적인 자격이 사회적기업가가 맡게 될 일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함.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높은 진입 장벽을 자랑할 수 있다면, SSE는 수월한 진입 가능성을

자랑할 것임

 2. 프로그램의 단점
 기존 교육가의 시각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확정된 커리큘럼의 부재, 교육 내용의 평가 기준의 미비, 학사행정의 미흡 등이 지적됨

 그러나 최근 SSE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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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에대한평가 (김덕원, 2013)

 3. 프로그램의 시사점
 SSE는 입학과정에서의 낮은 진입장벽과 유연한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도 자격증 과정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와 사회적기업가라는 현장 지향적

며 가치 지향적인 새로운 활동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SSE의 현장 중심적이며 경

험 중심적인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

 SSE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책적으로도 민간영

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행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사회적기업가 교육이 자생성이 있으며, 상호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육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SSE는 SSE라는 브랜드를 통해 SSE 졸업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

는지 알 수 있게 해줌. 그것은 현장중심교육, 활동중심교육, 수요자중심교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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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ECAP 과정사례

 ECAP(Enterprising Community Advisors Programme, 2009~2011)
 지역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가(community advisor)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창업심화 프로그램으로서, 실천 학습에 중점을 둠.
 Witness session : 경험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는 세션

 Expert session : 특정 분야 전문가들에게 금융 관리기법, 사업계획, 자금 확보,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스킬을 배우는 세션

 Action Learning Sets : SSE의 핵심 교육방침으로서, 소규모의 수강생 그룹 내에서 각자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동료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해결해나감으로써,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배우고 그 경험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션

 이를 통해 ECAP과정 수강생들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게 되었음.
 수강생 간 지원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자신이 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음.

 사회적 기업가로써 보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음.

 자신이 제기한 프로젝트(또는 사업)가 가진 문제를 실무 기술 적용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융통성 있게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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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ECAP 과정사례

 ECAP에 대한 제언
 수강생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ECAP과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완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음.
 동문 네트워크의 관리와 발전을 프로그램 사무국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음.

 수강생 간 사전지식 차이가 컸으므로, 조금 더 1:1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좀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멘토와 수강생 매칭은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가능한 권리도 부여할 필요 있음.

 ECAP 운영센터에 대한 제언사항
 사회적기업가(수강생)의 개인 및 전문 역량(비즈니스 스킬)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학습

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감과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동문회, 맞춤형 1:1 지원, 멘토와 관련된 선택권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에 대한 좀더 정량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연

구결과를 수집해야 함.

 과정 종료 후 지역사회에 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측정을 지원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받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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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적기업가학교(SSE) ECAP 과정사례

 ECAP 수강생들이 발전시킨 프로젝트 리스트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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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적 대상그룹 2012년 5월 프로젝트 평가 2013년 1월, 2012년 11월,12월 프로젝트 평가

누르(Noor)
노동시장에의 접근, 장학금, 직장과 가장 먼 사람들
을 돕기 위함

전과자 초기발생 단계에서의 프로젝트
릴리스 제공을 위한 계약; 패널에게 말함; LSE와의 파트너십
을 중개; up & running

목표 프로그램
젊은 사람들의 참여와 삻의 기술향상을 축구를 통
해 도움을 줌

젊은사람 비즈니스 계획을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재정재원의 부족, 8500파운드에 구매하나, 40000~50000파운
드가 필요; 새로운 해를 위한 데드라인 필요; 수용치 확장

부모
생활을위한 스킬

한 가정을 좀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킬수 있
는 스킬의 발전을 도움. 예를들어 금전의 관리, 구
직 등

어린 자녀보유 부모 및
그들의 자녀

아동센터와 과정운영에 매우바쁨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 좋은 리더십; 금융에대한 더 나은 이
해; 커뮤니티 그룹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내부자 자폐증 교육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고 이루어지
는 자폐증 교육 전달

전문가 및 자폐증을 가
진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
들

몇몇의 유료 세션과 몇몇의 무료 세션
깊이 계획; 비즈니스 계획; v 지불 소득을 준다; 비즈니스 수
준에서 일하는것이 요구됨

The Quest
게이 남성들이 과거의 고통을 해방하고 본격적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만들게 하는 워크샵 실행

게이남성 워크샵 실시
독립성; 자금조달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시작; 일회성 기업가
클럽; SSE와 계획되는 관계

되감기 프로젝트 재범율을 극적으로 줄일수 있는 구금의 대안 젊은 수감자 머릿속의 많은 아이디어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튜터연합
저소득층 가구의 젊은 사람에게 초등학교에서의
개인 튜터리을 제공, 경험을 가진 학생을 통해 진행

절은 장애인 아이디어 단계, 그러나 잘 발전된 아이디어들 6000파운드 현금 투입; 시간계 관리자 지향; 다른 학교 예약

PILI – 심리적 삶의
개선 및 영감 제공

문화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심리학적 치료법 제공, 
정신적 건강 문제를 진정시킬 지원 및 워크샵 제공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 프리랜서. 3명의 이사회 구성원 합류
구조, 서비스, 조직에 대한 수요증가; 2000파운드 가치의 계
약; 자금획득

성장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 도시 커뮤니티, 소외 계층, 개인을 위한
합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개인, 소외계층의 중소
기업

아이디어단계지만 어떤것이 되고싶다는 명확한
아이디어 단계, 적절한 모델을 적용해야

좀더 실제화; 지원 조직을 만들어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

제빵 트레이닝과 구직을 제공하는 제빵과정 시작 지역 실업자
초기 단계 프로젝트;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하는
지 지도가 필요한 몇몇의 아이디어

웹사이트 운영중; 좋은 계약 체결 및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7번째 세대 예술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새로운 시대의 젊은 리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 변화 만들기

젊은 사람들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만 있음.;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 단계 없음

젊은 소녀 그룹과의 배경적 이야기 워크샵

녹색잎 침술
성장과 발전을 통해 회복을 돕는 침술과 치료적 원
예술의 사용

회복중인 사람, 노숙자 SROI운동; 하원에서의 언급; 캠페인 실시
어떻게 비즈니스업무를 만들수 있는지 볼수 있음; 다른사람
들과 연결 구성; 재정적 뒷받침 발생; UnLtd & 국립 복권기금
에 제안



호주 SSE의 Accelerator Program 사례
 SSE Perth Accelerator Program 과정 개요

 Perth Accelerator 프로그램은 14개의 팀을 선정하여 4개월 간 (12회) 비즈니스 전

문가 및 기업가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 (총 비용 AU$ 5,500 중 조건에 따라 20-80%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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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s Day Program

BLOCK 1
2월 12-14일

1일차 배움 커뮤니티의 조성 : Pitching 과 멘토 매칭

2일차
사회적 영향 : 내 벤처의 사회적영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실험해볼것인가?
비즈니스 설계 : 어떻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만들것인가?

3일차 실천 학습 set

BLOCK 2
3월 18-20일

1일차
재정적 지속가능성 : 돈은 어디서 들어오며, 어떻게 지속가능한 수입을 만들수 있
는가?

2일차 법적 구조 : 어떤 법적 구조가 내 사명을 가장 잘 지원할 것인가?

3일차 실천 학습 set

BLOCK 3
4월 30일 – 5월 2일

1일차
및 2일차

개인적 리더십 과 나의 팀 만들기 : 어떻게 나의 벤처를 이끌며 다른사람들이 나의
사명을 도울수 있게 감흥시킬 수 있는가

3일차 실천학습 set

BLOCK 4
5월 28-30일

1일차 마지막 실천 학습 set

2일차
의사소통 : 어떻게 나의 벤처가 강한 윤곽과 지원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할 수 있을까?

3일차 마지막 날, 졸업 축하 : 리뷰 및 축하 강의. ‘졸업은 당신의 벤처의 새로운 시작이다’



호주 SSE 캠퍼스의 ‘Incubator program’ 사례

 The Incubator program 과정 개요
 프로그램은 14일의 스터디 세션(5 x 2-3일 blocks)과 5번의 실천 학습으로 아래의

스케쥴에 따라 구성 (1인당 총 비용 AU$ 8,580 중 AU$ 2,700 보조금 지급)

 학생들은 멘토와 1:1 매칭 후, 프로그램 기간 동안 4번 (1회 약 1시간)의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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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포맷 프로그램

2013년 10월 초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사전 프로그램 워크샵 일일 자기 스토리 말하기, 자금조달 워크샵

11월 25~28일 브리즈번

BLOCK 1
Study Sessions

첫번째 실천학습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시장이해, pitching, 사회적 기업투어

실천학습 소개

2014년 1월 14일(반나절) 가상공간 두번째 실천학습 조력자와 함께 가상현실 실천학습

2월 3-5일 맬버른
BLOCK 2

Study Sessions
사회적영향 part one, 비즈니스모델 & 설계, 사회적 기업투어

2월 25일 (반나절) 가상공간 세번째 실천학습 조력자와 몇몇의 자가촉진의 가상 실천학습

3월 10–12일 브리즈번
BLOCK 3

Study Sessions
법 & 관리방식, 돈 & 가치, 매력적인 투자, 돈 관리, 중간 평가

4월 1일 (반나절) 가상공간 네번째 실천학습 조력자와 몇몇의 자가촉진의 가상 실천학습

5월 5-6일 시드니
BLOCK 4

Study Sessions
개인 리더십, 협력관계,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기업투어

5월 27일(반나절) 가상공간 다섯번째 실천학습 완전한 자가촉진의 가상 실천학습

6월 16-17일 브리즈번
BLOCK 5

Study Sessions
사회적영향 part two, 비즈니스 계획, 재고, 평가 &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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