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노트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이 산업의 흐름을 이끌던 것에서 스타트
업이 주도하는 분야가 생겨났고, 창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창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직업’에 대한 관념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옅어졌으며, 학생들에게는 창업이 하나의 진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창업교육 역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인큐베이터를 포함한 지원조직들부터 기업, 대
학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창업교육’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 닿지만은 않는다. 대중은 어떻게 ‘창업’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
지거나, 창업교육이 창업을 하기 위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창업교육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사고방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한 측면이고, 스스로 자신의 직업
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간접경험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창업교육의 목적이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에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포커스 기사에서는 시대적 변화의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단순히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업’을 찾기 위한
플랫폼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창업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창업교육은 대세다’에서는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참석한 토론회로부터 창업교육의 현주소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다룬다. 이어서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에서는 민간과 지자체, 정부 등의 주체가 협력을 바탕으로 전생애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창업교육의 미래 방향
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고 그 중 하나인 현장체험형 창업교육 사례로써 KAISTKiswe ‘Global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 외에도 이번 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시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투데
잇의 영이노베이터 이기호 운영이사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에서 창업기업들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사례로 대전 지역 창업포럼 ‘도룡벤처포럼’을 소개한다. 컨트리 리포트에서는 주목할만한 해외 국가 동향으로서 말레이
시아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치하고, 창업지표에서는 국내 창업교육과 엔젤투자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제시한다.

본 매거진이 제시하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양한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함께 협력과 역할분
담을 통해 창업교육을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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