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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은 수(온라인 2시간), 금(워크숍 7시간)에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비고. 전년도 창업교육 시간 주 2일(수, 금) 총 288시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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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창업 챌린지 (6주)

팀창업 연습을 통한 

팀빌딩 경험

창업 컨설팅, 멘토링,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재단 매칭 Grant 지원 및 

MARU180 베네핏 제공

팀창업 실전 (15주)

팀창업 실제 및 

마케팅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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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상회 입학식 및 OT 워크숍 

· 모의 팀창업

· 팀창업 기본 지식 습득

· 온라인 장마당

팀창업 챌린지

· 쇼케이스
* 쇼케이스 발표를 통해 창업 액셀러레이팅 대상팀을 선발

· 수료식 및 평가워크숍 

쇼케이스

· 액셀러레이팅 

· 액셀러레이팅

· 전문가 멘토링 

* 사업화 자금 400만원 지원 

· 비즈니스 피칭

1단계 (4주)

2단계 (8주)

데모데이

팀창업

실전

· 아산상회 팀해커톤 

· 린스타트업 진행

· 전문분야 특강

· 비즈니스 코칭과 멘토링

팀창업

실제

· MVP(최소 기능 제품) 테스트

· 팀프로젝트별 시장 조사 

· 팀전체 기관 방문 

· 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

마케팅

트립

창업 교육*
(5개월)

창업 액셀러레이팅
(4개월)



�������������������������

���������
Ì�� ��Ý�Þß���àá��âã��äªå�æçªè���������ÐÑ�����
é�Ú��å�³Ü	�É�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은 아산상회에서

통일경제교육, 탈북민 기업 탐방, 탈북민 창업시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www.koreahana.or.kr

팀으로 협력하여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나가는 팀기업가를 양성하고,

팀기업가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MT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은 아산상회에서 전체 창업과정을 공동기획·운영합니다.

www.hbmcoop.co.kr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업가와 기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크립톤은 아산상회에서 창업 액셀러레이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www.krypton36.co

소풍은 사회문제들을 더 빠르고, 더 지속가능하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와 창업가에게 임팩트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임팩트

액셀러레이터로, 아산상회에서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www.sopoong.net

사회혁신 컨설팅·임팩트 투자 전문 기관 mysc는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혁신을

추구합니다. 혁신가를 돕는 혁신가들 mysc는 아산상회에서 창업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합니다.

www.my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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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창업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 청년, 한국 청년, 외국 청년 

· 1년 이내 기창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혹은 예비창업자 

· 창업분야 관련 다음 2가지 중 하나 필수

*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이탈 청년과 함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

지원방법 · 재단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공고 버튼 클릭 후 지원서 작성

선발인원 · 총 30명 내외

문   의 · E.  asansanghoe@asan-nanum.org / P.  02-3453-8937

창업 교육

일정 및 장소

· 창업 교육 기간: 2021. 04. 07. (수) - 08. 20. (금) 

* 주 2회 진행 (온라인: 수요일 19시~21시, 현장 워크숍: 금요일 10시~18시)

· 창업 액셀러레이팅 기간: 2021. 09. 01. (수) - 12. 31. (금)

* 쇼케이스에서 선발된 팀에 한함. 

· 장소: 아산나눔재단 (약수 사옥, MARU180), 별도의 창업교육 공간 운영

일자 과목 일자 과목

주

수요일 19:00~21:00 (온라인) 금요일 10:00~18:00 (워크숍)

2 04. 14. (수) 탈북민 창업 스토리 04. 16. (금) 팀창업 챌린지 기획

4 04. 28. (수) 임팩트 비즈니스의 이해 04. 30. (금) 팀창업 챌린지 3

5
05.03.(월) -

05.08.(금)
아산상회 온라인 장마당

1
04. 07. (수) -

04. 09. (금) 

입학식 및 OT워크숍 - 

아산상회 소개 및 팀창업에 관한 이해(2박 3일)

팀창업 챌린지 1
팀창업 챌린지 2 

아산상회 1,2기 데모데이 참관
3 04. 21. (수) 04. 23. (금)

* 면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진행 가능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선발 일정 참가 지원서 접수 2021. 02. 10. (수) – 03. 18. (목) 17시

서류 발표 03. 19. (금) 18시

면접 진행 03. 23. (화) – 03. 24. (수) 

최종참가자 발표 03. 26. (금) 18시



수요일 19:00~21:00 (온라인) 금요일 10:00~18:00 (워크숍) 수요일 19:00~21:00 (온라인) 금요일 10:00~18:00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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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과목 일자 과목

주

6 05. 12. (수) 스타트업 회계의 실제 05. 14. (금) 온라인 장마당 피드백

8 05. 26. (수) 액셀러레이터 특강1 05. 28. (금) 디자인 씽킹 워크숍

9 06. 02. (수) 사업모델 개발 특강 06. 04. (금) 사업모델 개발 워크숍1 

06. 09. (수) 사업모델 개발 워크숍2 06. 11. (금) 사업모델 개발 워크숍310

7
05. 20. (목) -

05. 21. (금)
아산상회 팀해커톤

11 06. 16. (금) 사업모델 피드백 06. 18. (금) 중간 발표

12 06. 23. (수) 전략적 파트너십 특강 06. 25. (금)
중간 발표 피드백

네트워킹 행사

13 06. 30. (수) 액셀러레이터 특강2 07. 02. (금) MVP 테스트 준비

07. 07. (수) 마케팅 특강 07. 09. (금) MVP 테스트14

일자 과목 일자 과목

주

16 07. 21. (수) 창업팀별 전문가 멘토링 1 07. 23. (금) 피칭 멘토링 1

17 07. 28. (수) 창업팀별 전문가 멘토링 2 07. 30. (금) 피칭 멘토링 2

18 08. 04. (수) 창업팀별 전문가 멘토링 3 08. 06. (금) 피칭 멘토링 3

08. 11. (수) 창업팀별 전문가 멘토링 4 08. 13. (금) 쇼케이스 리허설19

08. 18. (수) 창업팀별 전문가 멘토링 5 08. 20. (금) 쇼케이스20

15
마케팅 트립 /

MVP 테스트 (10일 내외)

07. 03. (토) -

07. 18. (일)

21
09. 01. (수) -

09. 03. (금)
평가 워크숍 및 수료식

22 -

31
9월 - 12월

12주 액셀러레이팅 진행

(*선발된 팀에 한 함)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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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시 아산나눔재단

매칭 Grant 지원

아산상회 창업 교육 수료 시

아산나눔재단 명의 수료증 발급

아산상회 전과정 이수팀

MARU180 베네핏 제공

마케팅 트립을 포함한

전체 과정 아산나눔재단 지원

액셀러레이팅 2단계 진입 시

사업화 자금 지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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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회혁신가 역량강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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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VI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MISSION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