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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도전,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선을 거친 66개팀 본선 참가

◈ 올해부터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회 참가범위를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7일(금) 전남순천만생태

문화교육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과 함께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행사 개요

❖ (주제) “도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 (일시/장소) 2019.12.27.(금) 10:30~17:30 / 전남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주최/주관)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주요내용) 창업동아리 부스 운영, 피칭대회,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등

◦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에

참가 접수를 하고 지난 8월까지 예선을 거쳐 선정된 66개 동아리가 

이번 본선행사에 참가한다.

< 창업경진대회 운영 흐름도 >

   

공고
‣

접수 및 예선
‣

창업가 멘토링 지원
‣

본선

2019년 4월 ~8월 10월~12월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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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우수한 동아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동아리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 그동안 중고등학생을 참가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과 

초등학생도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초등학생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 학교 밖 청소년 3팀 예선 참가

□ 본선행사는 ‘도전마당’, ‘창업가정신 체험마당’, ‘우수사례 공유마당’,

‘홍보마당’의 4개 마당으로 운영된다.

◦ ‘도전마당’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의 홍보와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공개 설명(피칭*)이 이루어지며, 동아리별로 ‘가상 스타트업’ 누리집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피칭(pitching): 제작자들이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프로젝트를 공개 설명하는 것

으로, 청소년이 아이디어와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형태로 실시

- 창업동아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6팀)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상(24팀)을 수여하고,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금을 많이 모은 동아리

(4팀)도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창업가정신 체험마당’에서는 청년창업가와 대학생 창업

동아리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는

학교와 지역창업체험센터의 창업체험교육 운영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 피칭무대 조감도> < 가상 스타트업 누리집> < 모바일 가상 투자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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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체험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본선행사 개요

2. 본선행사 포스터

3. 본선 참가 청소년 창업동아리 목록(66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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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본선행사 개요

1. 추진목적

◦ 청소년 창업 동아리 간 상호 교류 및 초중등 창업체험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전국 규모 교류의 장 마련

2. 추진경과

◦ 2015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개최(‘16.2.18./국민대)

◦ 2016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개최(‘17.1.11./코엑스)

※ 진로체험페스티벌과 통합 개최

◦ 2017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18.1.10.~11./코엑스)

※ 진로체험페스티벌과 통합 개최

◦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19.1.15./서울 aT 센터)

3. 행사개요(안)

◦ (주제)“도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

◦ (일시/장소) ‘19. 12. 27.(금), 10:30~17:30/전남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대상) 전국 본선 진출 우수 창업동아리 66개팀, 초·중·고 학생 및 

교원, 교육청 및 창업체험교육 관계자 등 1,000여명 내외

※ 관심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 창업체험 관계자 누구나 관람 및 참여 가능

◦ (주요내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프로그램,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다양한 창업체험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 (시상규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대상) 6점,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이사장상 24점(최우수상 6점, 우수상 18점) 총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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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구성(안)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도전마당 11:00∼16:00

-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우수동아리 부스 전시·홍보
-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우수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 및 

크라우드 펀딩
-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MOU 체결 등)

창업가정신
체험마당

11:00∼16:30

-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참여 프로그램*

  *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 
온라인 사업설명회 체험 등

- 청년창업가, 대학생 창업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 지역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 부대 행사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마당 

11:00∼16:00
-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및 연구·선도학교 

우수사례 발표
- 지역별 창업체험교육센터 우수사례 공유

홍보마당 11:00∼17:00 - 창업체험교육 정책, 콘텐츠* ,성과 등을 홍보
  * 주제별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영상콘텐츠 등

< 행사장 조감도 및 구성도 >

5. 행사장 운영 시간표

          마 당   
            (장소)
일  정

중앙무대 도전마당 창업가정신 
체험마당

정책 
홍보마당

우수사례
공유마당

1층 다목적홀 1층 공연장

10:30 ~ 11:00 개막식

11:00 ~ 12:00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발표

창업 
동아리

부스 홍보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체험

-
온라인 

사업설명회 체험
-

창업가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멘토링

-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테스트
-

지역창업체험센터 
체험 부스

정책 홍보관 
도슨트 투어

12:00 ~ 13:00

13:00 ~ 14:00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발표

창업가정신, 
학교와 지역에 

가다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7:30 폐막식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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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본선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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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본선 참가 청소년 창업동아리 목록(66개팀)

☐ 사회적 문제해결 부문

번호 학교급 지역 동아리명 대표학생 소속학교

1 초등학교 울산 함께海 박인희 우정초등학교

2 초등학교 충북 올리사랑 신은지 청성초등학교

3 중학교 서울 인창업(I.C.U) 서재원 인창중학교

4 중학교 서울 섬광탄 안재환 무학중학교

5 중학교 서울 두빛나래 신동환 인창중학교

6 중학교 서울 ROOM101 김승현 인창중학교

7 중학교 서울 GT 김도훈 이수중학교

8 중학교 울산 아낌없이 주는 곤충 장민성 외솔중학교

9 중학교 울산 하얀 소나무 심유선 외솔중학교

10 중학교 경기 PASTA 정유진 청심국제중학교

11 중학교 경기 geco 김민성 낙원중학교

12 중학교 전남 Plan_Us 박민서 홍농중학교, 몽탄중학교

13 고등학교 서울 북두칠성 오가현 개포고등학교

14 고등학교 서울 GD벤처스 김예린 대동세무고등학교

15 고등학교 부산 화연 김채림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16 고등학교 인천 킹콩 공명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17 고등학교 인천 놀자꾸나 조선영 명신여자고등학교

18 고등학교 인천 P.O.C 임은정 인천여자고등학교

19 고등학교 인천 I'm 이예진 문일여자고등학교

20 고등학교 대전 Finder 김도겸 대전대신고등학교

21 고등학교 대전  (주)YOUNG 오주영 남대전고등학교

22 고등학교 울산 M OF M 김민서 화암고등학교

23 고등학교 세종 스타트업 창업 자율 동아리 이예은 양지고등학교

24 고등학교 세종 SUrF 손세린 세종국제고등학교

25 고등학교 세종 KCH 권주영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6 고등학교 세종 COM ON 김한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7 고등학교 경기 양변에 로그를 취해 서동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28 고등학교 경기 썸띵 황지원 고양국제고등학교

29 고등학교 경기 별솔 이세한 양주백석고등학교

30 고등학교 경기 베이비루나 변경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1 고등학교 경기 TRUMP 이수아 동탄국제고등학교

32 고등학교 경기 LUNA 고윤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3 고등학교 경기 KUZE In DIMIGO 박경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4 고등학교 강원 '감탄' 이혜정 사북고등학교

35 고등학교 충북 CBSH AV 배성준 충북과학고등학교

36 고등학교 충남 The Leader 박예은 태안고등학교

37 고등학교 경남 WonUP 이태형 창원과학고등학교

38 고등학교 제주 블루밍 안다미 표선고등학교

39 고등학교 제주 白眉[백미] 박태준 표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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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메이커 부문

번호 학교급 지역 동아리명 대표학생 소속학교

1 초등학교 인천 해결사이다 김윤서 인천초은초등학교

2 초등학교 울산 동부 11% 최윤제 동부초등학교

3 중학교 경북 LED 강대영 문성중학교

4 고등학교 서울 메카트로닉스 황재동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5 고등학교 부산 마닐마닐 조가은 부산정보관광고

6 고등학교 부산 go together  성지 이서영 부산성지고등학교

7 고등학교 인천 유레카(U;RECA) 황서영 인천여자고등학교

8 고등학교 인천 WithMe 송재영 인천포스코고등학교

9 고등학교 인천 PRiME 남다연 인천여자고등학교

10 고등학교 인천 ICPA_STARTUP_4기! 김혜선 인천포스코고등학교

11 고등학교 인천 CIA 이하은 문일여자고등학교

12 고등학교 광주 봄클 김하경 국제고등학교

13 고등학교 대전 다원 김민재 남대전고등학교

14 고등학교 대전 날샘 김태현 대전대신고등학교

15 고등학교 울산 S.O.S 박규민 울산과학고등학교

16 고등학교 울산 세뇨리따 김미림 울산미용예술고

17 고등학교 세종 픽픽 김창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8 고등학교 세종 만들Garage 이종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9 고등학교 경기 비저니스 정재은 수주고등학교

20 고등학교 경기 LENS 이채진 고양국제고등학교

21 고등학교 경기 INNOVENTORS 주자연 양주백석고등학교

22 고등학교 경기 I4 김태호 청북고등학교

23 고등학교 경기 GPEC 노현정 경기외국어고등학교

24 고등학교 충북 Sighty Stick 박재영 충북고등학교

25 고등학교 전북 FINE 김지은 이리여자고등학교

26 고등학교 전남 HIDEN 최자령 광양제철고등학교

27 고등학교 경북 ET 서지원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

부속 무학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