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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만나보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 내 손으로 직접 뽑자!

-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개최 -

주요 내용

□ 학생 창업 사업화 성공모형 발굴 위해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개최

□ 대국민평가 등을 거쳐 부처통합 경진대회 본선 진출 38팀 선정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학생 창업유망팀 ‘300’의 의미

·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 ‘300’에서 거대한 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의 모습을 차용한 것으로, 기존 시장의 지배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300개의 학생창업팀을 상징

 ㅇ 이번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은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우수 아이템을 소개

하고 학생창업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 2016년도부터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창업경진대회

□ 8월 16일(화)부터 25일(목)까지 총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포함해서, 



 ㅇ 학생창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퍼즐 방명록,’ 선배 창업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콘서트 ‘스페셜 밋업(meet-up),’ 선배 창업팀의 

‘온라인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대회 누리집 : http://festival.u300.or.kr

 ㅇ 특히, 주요 행사인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국민평가단 및 창업유망팀

(상호평가)이 온라인으로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아이템을 살펴보고, 

가상의 투자금으로 우수 창업 아이템에 투자하는 ‘모의 대중 투자’ 방식

으로 진행된다.

    ※ 대중 투자(Crowd Funding)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이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평가단(1만 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평가단은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가입절차 이후 가상의 투자

자금(2천만 원)을 수령받아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다. 

 ㅇ 투자는 팀당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투자 적중* 시 전자기기 및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각종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창업팀 간 상호평가, 대국민 평가를 합산하여 트랙/권역별 1위를 차지한 창업팀에 

투자한 합산액 기준

□ 특히, 올해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는 최초로 참가팀의 참여 

동기와 수요를 반영하여 3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선발을 진행하였으며, 

 ㅇ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도약트랙 

269팀, 경진대회 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창업을 준비하는 성장

트랙 579팀, 아이디어 구상단계의 예비창업팀을 지원하는 교육트랙 142팀 

등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 창업팀들이 참가하였다. 

 ㅇ 이 중 단계별 심사를 거쳐 도약트랙 50개 팀, 성장트랙 200개 팀, 교육

트랙 50개 팀 등 최종 300개 팀이 선발되었으며,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국민평가단의 날카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http://festival.u300.or.kr


구분
청소년 대학(원)생

계
초 중 고 학교 밖 소계 일반 전문 소계

도약

트랙

신청 - 2 16 3 21 242 6 248 269

선발 - - - - - 49 1 50 50

성장

트랙

신청 - 3 42 3 48 517 14 531 579

선발 - - 14 1 15 179 6 185 200

교육

트랙

신청 5 1 17 - 23 93 26 119 142

선발 - - 6 - 6 36 8 44 50

< 학생 창업유망팀 300 신청 및 선발현황 (팀, 명) > 

□ 도약트랙은 모의투자대회와 별도 심사를 통해 올해 9월 개최되는 부처

통합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2’ 본선에 진출할 38개 팀을 선발

하며, 이들은 부처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창업팀들과 총 상금 15억 원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  (중기부) 혁신창업리그, (국방부) 국방리그, (문체부) 관광리그 등

 ㅇ 또한, 성장트랙 우수 6팀과 교육트랙 우수 1팀도 각각 11월에 개최되는 

산학협력 박람회(EXPO) 제품전시회와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다.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생창업팀 300 출신 창업가*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경제 분야부터 서비스, 제조업 분야

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가능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 팜스킨 곽태일 대표(건국대학교, 2017~2018년), 클라썸 이채린 대표(한국과학기술원, 

2018년),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연세대, 2018년), 라이언로켓 정승환 대표(한양대, 

2019년), 메이아이 박준혁 대표(연세대, 2019년) 등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학생 창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학생창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오고, 이와 동시에 학생

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면서,



 ㅇ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포스터        

         2.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개요

         3.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신 기업 주요 성과

담당 부서 산학협력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아영 (044-203-6720)

<총괄>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진철 (044-203-6716)

<공동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장 노승현 (044-202-4722)

실험실창업활성화팀 담당자 사무관 전창훈 (044-20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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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포스터



붙임2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개요

□ 추진목적

ㅇ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우수성과 확산을 통한 ①학생창업

대국민 인식개선 및 ②부처 통합경진대회* 본선 진출 38팀 선발

* 『도전! K-스타트업 2022』 :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11개 중앙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창업경진대회로, 교육부‧과기정통부는 학생리그 예선을 공동 운영

□ 주요내용

ㅇ 행사명 :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ㅇ 기  간 : 2022년 8월 16일(화) ~ 8월 25일(목) / 온라인 운영

ㅇ 주  최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ㅇ 참여대상 :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최종선발 300팀(도약트랙

50팀, 성장트랙 200팀, 교육트랙 50팀), 국민평가단 등 10,000여 명

ㅇ 운영방법 : 경진대회 홈페이지 및 주관기관 유튜브 채널 활용

     ※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누리집 : http://festival.u300.or.kr

     ※ 주관기관 유튜브 채널 누리집 : http://www.youtube.com/c/KOEF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ㅇ 행사구성

구분 일정 참여대상 비고

본
행사

온라인
성과전시

8.16(화)
~8.25(목)

최종 300팀 - 팀별 사업아이템 소개

모의
투자대회

8.16(화)
~8.25(목)

일반국민, 
최종 300팀

- 참가팀 상호평가, 국민평가 운영
- 우수팀 상금 수여

부대
행사

선배창업가
특강

8.19.(금)
18:00~20:00

선배 
창업유망팀

- 기업 애로사항 극복 사례 및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참여 성과 등

선배창업팀
IR

8.23(화)
15:00~17:00

선배창업팀
5팀

- 선배 창업유망팀 300 밸류-Up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 온라인 IR 생중계, 참여형 이벤트 운영

온라인 
퍼즐

방명록

8.16(화)
~8.25(목)

학생 및 
일반국민

- 퍼즐 방명록 완성 이벤트
- 학생창업에 대한 응원 메시지 작성
- 참여자 대상 이벤트 경품 추첨

대회로고
디자인 투표

8.16(화)
~8.25(목)

학생 및 
일반국민

- 경진대회 로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일반국민 투표 시행

http://festival.u300.or.kr
http://www.youtube.com/c/KOEF�ѱ�û�������������


붙임3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신 기업 주요 성과

참가연도 기업(팀)명 대표 아이템 주요 성과

2017 칼라프로젝트 이지현

중국어 왕초보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위주의 중국어 회화 

서비스 ‘오색중국어’

- (법인설립) 2016.8.1.

- (고용) 4명

- (매출) 1억원(2020년)

- (누적 투자유치) 4억원

- (홈페이지) https://5colorchinese.com/

2017

2018
팜스킨 곽태일 젖소초유화장품

- (법인설립) 2017.7.23

- (고용) 34명

- (매출) 약 30억원(2019년)

- (누적 투자유치) 75억원(2022년)

- 도전! K-스타트업 2018 우수상 수상

- ‘18년 TIPS 프로그램 선정

- ‘19년 40개국 직간접 수출 달성

- ‘20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 한국화장품수출협회 회장

- (홈페이지) https://farmskincorp.com/

2018 비트바이트 안서형

키보드 콘텐츠 

플랫폼

‘플레이키보드’

- (법인설립) 2018.8.16

- (고용) 7명

- (누적 투자유치) 3억원+

- (서비스이용자 수) 180만명

- 2017 고용노동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대상

- (홈페이지) https://plkey.app/

2018 클라썸 이채린

학습자와 교육자를 

이어주는 인터랙티브 

학습 플랫폼

- (법인설립) 2018.8.30.

- (매출) 2억 4천만원(2020년)

- (고용) 42명

- (누적 투자유치) : 79억(2022년)

-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대상

- ‘19년 TIPS 프로그램 선정

- ‘19년 삼성 C-LaB Outside 프로그램 선정

- ‘21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 (홈페이지) https://www.classum.com/ko/

2018 뉴빌리티 이상민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배달로봇

- (법인설립) 2017.10.26.

- (매출) 3억 3천만원(2020년)

- (고용) 51명

- (누적 투자유치) 249억+

- ‘20년 TIPS프로그램 선정

- ‘21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 (홈페이지) https://www.neubility.co.kr/



2018

2019
휴멜로 이자룡

차세대 딥러닝 기반 

감정/운율 표현 TTS 

(text-to-speech) 개발

- (법인설립) 2018.4.19.

- (고용) 18명

- (매출) 2억 1천만원(2021년)

- (누적 투자유치) 35억원 +

- 2018 도전! K-스타트업 특별상 수상

- (홈페이지) https://www.humelo.com/

2019 라이언로켓 정승환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 영상/음성제작 

도구

- (법인설립) 2019.3.8

- (고용) 42명

- (누적 투자유치) 80억

- 2019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대상

- ‘19년 TIP프로그램 선정

- ‘20년 SK C&C와 TTS 업무협약

- ‘21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 (홈페이지) https://www.lionrocket.ai/

2019 씨위드 금준호
해조류 공학 기반 

배양육 C Meat

- (법인설립) 2019.3.7.

- (고용) 14명

- (누적 투자유치) 75억

- ‘19년 아이코어 프로그램 1위 

- ‘랩 스타트업 2020’ IR 대상 

- ‘20년 TIPS 프로그램 선정

- (홈페이지) http://www.seawith.net/

2019 메이아이 박준혁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간에게 제공해서 

그 공간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 (법인설립) 2019.3.5.

- (고용) 23명

- (누적 투자유치) : 21억 +

- ‘20년 TIPS 프로그램 선정

- ‘22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 (홈페이지) https://may-i.io/

2020 뉴튠 김태완

다양한 인공지능 

음악 검색 기술을 

이용한 음악 창작자 

및 능동적 

감상자들의 인공지능 

검색, 향유 플랫폼 

- (법인설립) 2020.03.12

- (고용) 15명

- (누적 투자유치) 8억

- ‘21년 TIPS 프로그램 선정

- (홈페이지) https://neutune.com/

2021 알지티 정호정
다기능모듈형서빙

로봇 seromo

- (법인설립) 2018.8.19.

- (고용) 22명(2021년)

- (누적 투자유치) 48억

- 2021 도전! K-스타트업 본상 수상

- (홈페이지) http://www.rg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