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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CHALLENGE 2021

172팀신청, 국내 58개대학, 총 528명의참여가

빛났던 2021 KTB 벤처챌린지!

내일을 보는 금융, KTB 금융그룹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끄는 벤처기업협회 SVI가 함께

착한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 창업자를 발굴&육성합니다.

2021년, 3번째 주인공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08. 03. ~ 05.  서류평가 – 100팀선정

08. 11. ~ 12.  발표평가 – 50팀선정

09. 06. ~ 10.  Value Up Camp – 50팀참여

09. 29. ~ 30.  Value Up Camp 중간평가 – 20팀선정

10. 15.       아이디어경진대회 – 최종 10팀수상

OT

리허설
멘토링



개회 및 인사말

14:10 – 17:40

14:00 – 14:10

최종 선정 20개 팀 발표 _ 발표(‘5) / 질의응답(‘5)

17:40 ~ 17:50

17:50 ~ 18:00

PROGRAM

선배 창업자 특강_KTB 벤처 챌린지 비하인드 스토리

- KTB금융그룹 이병철 회장 / (사)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

이퀄EQUAL
- 2020 KTB 벤처 챌린지 수상자

결과 발표 및 시상식

순서 팀 명 대표자명 사업내용

1 Wrap O’ Lab 정유진 유통 폐기물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포장재

2 R.S.E 김승우 폐마스크 자원화 공법

3 한국딥러닝 김지현 초고속 딥러닝 물류 OCR 시스템

4 Blue Wave 김도건 간호사 정보 커뮤니티 ‘널스빌리지’

5 포베오 서상우
국내 반려인 1500만 명의 고충 1위, 무릎뼈(이하 슬개골) 탈구를

교정, 재활해주는 반려견 슬개골 보호대

6
라이프플래닝

연구소
정진아 생애 설계 기반 목표-시간-재무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어테일

7 플라브 김민주 다음 세대를 위한 명품 대체투자 커뮤니티 서비스

8 GDP Studio 이유 Gen Z를 위한 태그 기능 숏폼 SNS

9 플루비오파일 권서현 인공지능 수면 건강 디지털주치의 닥터도지

10 나인하이어 정승현 SaaS 기반 채용 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

11 드림행거 백한나
호텔 린넨 폐기량 90%를 절감하기 위해

버려지는 호텔 자원으로 만든 반려견 어메니티

12 푸들(Foodle) 윤채영 다회용기 공유 문화의 시작, 푸들(Foodle)

13 퓨처밀 정현욱 동네 맛집 밀키트 OEM 연결 플랫폼

14 내방니방 남근호 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단기 임대 플랫폼 ‘내방니방’

15 AnyLife 유희수 부캐&버츄얼 휴먼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Anylife

16 퍼플카우 김나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솔루션

17 메디버디 안준규 간편 의약품 구매 서비스

18 스텝 그라운드 고진호 카메라 모션 인식 수어 번역 시스템

19 K-Bone Lab 이수민 치과 환자를 위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원료를 활용한 시린이 치료제

20 아트와 강동우 디지털 트윈 수질 지도 및 환경 이슈 예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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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폐기물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친환경적인 포장재

㈜랩오랩 / 정유진 / 인하대학교

착안 배경

- 코로나 19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환경오염 심화

- 과일/채소의 보존성이 낮아 식량 낭비 심각

- 현재 사용 중인 PE와 PVC랩의 한계

-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친환경성 미흡

=>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환경오염 걱정 없는 친환경 포장재를 제작해 해결하고자 함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기계 장치 고도화를 위한 설계 및 제작 비용

- 가정 또는 개인 사용자를 위한 랩 형식의 제품 개발 예정

 활성산소 차단, 혐기성 대사 억제를 통해 식품 보존 기간 증가 가능

 알긴산-키토산 하이드로겔 성분으로 6주 이내 생분해 가능한 제품이므로 친환경성 확보

 conformal coating을 자동화 장치로 구현해, 과대 포장 없이 최적화된 포장 가능

VENTURE 
CHALLENGE 2021 랩오랩(Wrap 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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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마스크 자원화 공법

R.S.E / 김승우 / 단국대학교

착안 배경

· 마스크 처리 방안과 그에 따른 환경 문제의식

· 폐마스크의 순환 자원화 가능성 발견

· 국내 시멘트 시장과 ESG 가치를 통한 산업적 결합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Venture challenge 2021

▶ 폐마스크의 자원화 공법

당사가 보유한 [폐마스크 자원화 공법 기기]를 통해 분리된 폐마스크의 원료를 도로 포장재와

시멘트의 재료로 사용하여 순환자원을 실행하는 업사이클링 Solution 아이디어

· 폐마스크 처리 문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결

· 세계 ESG 가치를 위한 움직임 실행 및순환자원을 실행하는 업사이클링 실현

· 산업군 결합을 통한 제품 내구성 향상 및 경제적 기대효과

· 수혜 고객(국민)의 니즈 충족 및 이에 따른 사회적 환경 가치제공

· 자체 개발 기기 및 특허 진행

R.S.E

R.S.EVENTURE 
CHALLEN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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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딥러닝 물류 OCR 시스템

한국딥러닝(주) 김지현, 경희대학교

기업 소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미래, 한국딥러닝(주)

한국딥러닝은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비전 전문기업입니다.

문자인식, 이미지/영상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맞춤 AI기술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성

물류 배송 시 주소지별 분류를 위해 바코드인식 사용중 →

바코드 인식오류 ~3% 발생 → 물류 ocr을 통해 주소 이중판독 → 미분류물 90% 감소

연 400% 로켓성장 중인 한국딥러닝(주)

주요 고객사 ) 신세계 I&C, 신한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대학교 등

성장률 ) 연 평균 400%, NICE평가 동산업군대비 성장성 최상위 기업 선정

정량지표 ) 2021 기준 직원 수 18명, 매출액 5~10억

기존 ) 1만개 바코드인식 → 200개 미분류물 발생

이후 ) 1만개 바코드인식 → 200개 미분류물 발생 → 주소 이중판독(물류OCR) → 6개 미분류물 발생

<초고속물류 OCR 파이프라인>

한국딥러닝(KOREA DEEP LEARNING)
VENTURE 
CHALLEN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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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는 가라!
간호인구 최적화 커뮤니티 ‘널스빌리지＇

Blue Wave / 김도건 / 서울대학교

착안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조인앤조인(JOINANDJOIN)

경계의 해체와 상호간의 연결로 간호의 새 시대를 열다

- 하는 일: 온라인 공간에서 파편화된 간호인구를 연결하고, 병원정보 등의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 ⇨ ‘공감과 소통‘ , ‘의견표출 및 사회참여‘, ‘유익한 정보’라는 가치 제공

- 고객 특성: 고객들은 주로 2~30대(MZ) 전문직 여성으로, 규격화된 교육과정과 유사한 학업

및 근무환경을 공유 ⇨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료이자 멘토가 될 수 있음.

- 프로토타입: 핵심기능은 ‘블라인드’의 익명 소통기능과 ‘잡플래닛’의 평점 기능 ⇨ 간호 인구

전체는 물론 소속 기관(병원, 학교)별로 공간 개설 + 병원 평점 DB 구축 및 제공

- 고객들은 ‘내병원＇기능을 통해 보수적 조직문화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간호커뮤니티’를

통해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해 집단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음

-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활성화된 기관의 평점은 병원과 대학의 과업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

- 선배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와 코멘트를 기반으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

- 학업과 실무, 취업과 진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호 간의 폭넓은 소통과 조력 제공 가능

- 사업화 자금은 개발(서비스 고도화) 및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 예정

- 사업 성장을 기반으로 의료인력 커뮤니티로의 확장 가능성 높음

- 미래 헬스케어 시장에서 간호사를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계획

- 간호사의 이직률은 병원의 타 직군 대비 2.3배이며, 신규간호사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그만 둠

- 그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태움 등의 조직문화’이며, 간호학과 학생들 또한 학습환경과

조직문화에 어려움이 많음

-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표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으나, 적절한 온라인 공간이 없음

Blue WaveVENTURE 
CHALLEN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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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인 1500만 명의 고충 1위, 무릎뼈(이하 슬개골) 
탈구를 교정, 재활해주는 반려견 슬개골보호대

포베오 / 서상우 / 연세대학교

착안 배경

- 국내 슬개골 탈구 보유한 반려견 약 500만 마리(반려견 관절 시장 수요확인)

- 슬개골 탈구는 수술 외에 뚜렷한 방안이 없지만, 노령견의 경우 수술이 위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 발생 (슬개골 탈구 수술에 대한 두려움 증가)

비수술적인 방안을 통한 슬개골 탈구 해결에 대한 시장 확대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슬개골을 직접 잡아주는 유효(有效)한 보호대

- 실리콘-나일론 이종접합 기술을 이용한 11자 모양의 실리콘 트래커를 통해 반려견의 슬개골 좌우

탈구를 방지하고 슬개골 탈구가 진행된 반려견에게는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

- 30도와 150도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힌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려견들의 무릎 정상

각도를 유지하게 도와줌으로써 슬개골 탈구 예방과 재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효과를 본 약 1000명의 소비자 리뷰를 통해 효과를 입증

◦ 수술 외에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슬개골 탈구

- 과거에는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수술 외에 딱히 뚜렷한 방안이 없음

◦ 슬개골 탈구를 겪고 있는 500만 마리의 반려견들을 위한 보호대

- 국내 슬개골 탈구를 경험하고 겪고 있는 반려견은 전체의 70%인 500만 마리로 추정. 

- 신규인력에 대한 최적의 개발 환경 조성

-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외 추가 기능개발

- 기타운영비

VENTURE 
CHALLENGE 2021 포베오(POV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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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설계 기반 목표-시간-재무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어테일

라이프플래닝연구소/ 정진아 / 연세대학교

착안 배경

1. 개인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목표, 자산 데이터와 현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관리, 지출/소득관리 데이터는 현재 각기 다른 서비스에 분산되어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미래 준비와 현재 삶의 개선을 위한 정보 탐색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어려움구체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데이터

종합관리 포탈의 필요성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1. 비전-목표-시간관리-재무관리 (지출/소득/자산) 데이터에

대한 자동 연동 및 수집을 통해 하나의 서비스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주요 데이터 종합 관리

2. 주요 생활 영역별로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객관적인 수집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삶에서의 각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사이트 도출

3. 해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진로설계 및 은퇴설계 교육에

활용 : 교육용 어플 attale pro 

4. 해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 내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추천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어플, attale

1. 서비스 고도화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인재 채용 : 개발(데이터분석 , ios용 프론트엔드, AI 알고리즘, 웹), 디자인, 콘텐츠

기획, 영업, 마케팅)

2. 금융데이터 접근을 위한 마이데이터 허가 준비 : 보안 및 허가사업 전담 인력,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진로, 은퇴 교육 이용 기업/학교 ] 일시적 교육, 상담에서 벗어나 일상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임직원, 학생들의 커리어, 진로 및 종합 데이터 기반 내부 HR/진로 프로그램 개선

[플랫폼 사용 개인 고객] 개인 데이터 종합관리 및 해석으로 인한 주체적인 데이터 활용도 증대, 구체적인 미래 준비 및

현재 관리 향상, 플랫폼 맞춤 추천 품질 개선

[플랫폼 공급사] 목표 및 시간관리 데이터 등 주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 직접 매칭을 통한 효율적 마케팅 수행

및 구매전환율 향상

VENTURE 
CHALLENGE 2021 라이프플래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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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명품 대체투자 커뮤니티 서비스

플라브 / 김민주 / 연세대학교

착안 배경

- Z세대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합리적인 소비 문화로 명품 소비율이 매년 증가함.

- Z세대는 본인이 가진 명품을 활발히 거래하고 이를 본인 소유 자산으로 인식함.

- 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음.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플라브(PLAV)

1. 48시간 내에 온라인 감정 가능

플라브 앱 내에서 명품 제품 이미지 업로드 방식을 통한 진가품 판별 간소화. 등록된 이미지는 전문 명품 감정사가

이미지 판별을 통해 승인, 보류, 거부 등으로 평가 진행.

2. 앱을 통해서 NFT 디지털 감정서 발급

감정을 마친 제품의 경우 NFT 감정서를 발급해 과거 소유주, 보유제품 시가 가치, 소유자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C2C 거래시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음.

3. 콘텐츠 기반의 커뮤니티의 커머스화

-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초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추가로 인당

1개의 초대장을 부여함.

- 유저는 명품 스타일링, 제품 컨텐츠를 태그하여 플라브 내 소셜 피드 채널에 공유 할 수 있음.

- 향후 유저가 올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의 스토어를 개설하여 C2C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예정.

- Z세대 소유 제품을 자산화 시킬 수 있음.

- 가품 제품 거래 혹은 사기 거래 없이 세컨핸드 명품 리세일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향후 대체투자 서비스, 디지털 휴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컨핸드 시장을 경험할 수 있음.

- 베타테스터 (1000명) 대상 감정서 지원

- 초대장을 활용한 초기 유저 확보 마케팅

- 디지털 휴먼 등 새로운 R&D 연구 진행

VENTURE 
CHALLENGE 2021 플라브(PL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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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Z를 위한 태그 기능 숏폼 SNS

GDP studio | Ason Lee 홍익대학교 | Joven Lee Boston University

착안 배경

자극적인 소재와 성적, 혐오적 컨텐츠로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 숏폼 플랫폼, Gen Z가 정말

원하는 건 자극적 재미가 아닌 퍼스널 브랜딩. Gen Z가 원하는 ‘본인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

필요. 본인의 가치 소비를 브랜딩할 수 있는 유일 숏폼 SNS, Wannabe.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조인앤조인(JOINANDJOIN)

1. 가치소비 기반 퍼스널 브랜딩

2. Gen Z를 위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

3. 긴밀한 인터랙션 가능한 uxui

Gen Z를 위한 새로운 숏폼 문화

1. 해외 특허 출원 – 일본, 싱가폴 진출

2. 마케팅 비용

3. C레벨 인건비

VENTURE 
CHALLENGE 2021 GDP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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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수면건강 디지털주치의 닥터도지

플루비오파일 / 권서현 / 연세대학교

착안 배경

- 불면증은 개인과 사회적 문제: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

- 코로나블루로 20대·여성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

- 하지만 가장 보편화된 불면증의 치료제인 수면제는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 진입 장벽 존재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코로나섬니아(Coronasomnia)를 겪고 있는 취약층에게 접근성 높은 솔루션 제공

- 현재 한국 수면장애 환자의 생산성 저하로 생기는 11조원 손실 감소

- (우울증 환자 중 80%는 불면증을 겪음) 정신건강 솔루션 제공

- 임상시험 및 의료용 앱 등록 (시장 장벽 구축)

- 서비스 고도화 (차별화 전략)

- 앱 서비스 마케팅 (시장 진입 전략)

1. 검증된 “수면 유도 소리” 보유
2. 소리 분류 인공지능 모델 정확도 96%
3. 수면 단계 분류 인공지능 모델 보유

닥터도지는
- 사용자의수면사이클을측정
- 그에따라수면유도소리를조절
- 매일 4페이지분량의리포트를제공
- 수면개선할수있는엑션아이템제공

플루비오파일VENTURE 
CHALLENGE 2021

12



SaaS 기반 채용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

나인하이어 / 정승현 / 부산대학교

착안 배경

- 기업이 채용 진행 시, 채용 관리 및 지원자관리에 대한 큰 비용

- 채용프로세스 내 존재하는 수 많은 채용 업무

- 채용 업무 처리를 위해, 수 많은 툴들 이동하며 처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채용 관리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나인하이어(Ninehire)

[채용 관리와 지원자관리를 한 곳에서]

- Google Form, Typeform 수준의 커스텀 지원서 페이지

- 모든 지원자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한 눈에 진행상황 파악

[채용담당자, 평가자, 지원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평가자에게 손쉬운 지원자 정보 공유 및 피드백

- 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지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용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제공]

- 일정 조율, 자료요청, 인재풀, 채용별 열람 권한 등 채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제공

- 기업의 채용 관리 비용 절감

- 채용 업무로 인한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해소

- 평균 채용프로세스 소요시간 감소

- 잠재고객사의 요구 기능 R&D

- 솔루션 세일즈 진행

VENTURE 
CHALLEN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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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린넨 폐기량 90%를 절감하기 위해
버려지는 호텔 자원으로 만든 반려견 어메니티

드림행거 / 백한나 / 숙명여자대학교

착안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반려견 용품 세트를 만드는 B2B 기반 브랜드 ]

- 주 사업 아이템 : 호텔용 반려견 어메니티

(*반려견 어메니티 : 호텔을 이용하는 반려견에게 제공되는 용품)

- 개발 제품군 : 개발 제품군 : 케이프, 장난감, 풉백, 엽서, 추가 상품군 R&D 중

1. 호텔 이미지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납품 호텔의 브랜드 컬러,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디자인된 제품을 납품

-現 : 켄싱턴리조트 브랜드 컬러와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로얄 컨셉의 케이프와 엽서를 제작 및 납품

2. 기업의 ESG 경영

-호텔 폐린넨을 업사이클링하여 다시 호텔에 납품함으로써 새로운 호텔 ESG 경영 프로세스 제안

-호텔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공동 마케팅 효과

3. 통일된 반려견 용품 세트

-반려견 어메니티 상품의 부재로 개별 상품을 묶어 제공하는 호텔 측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최소화

-특급 호텔 한 곳에서만 연간 평균 10~20톤 이상의 폐린넨 발생, 호텔 측도 매 분기마다 큰 고정비용 발생

-ESG를 추구하는 호텔조차 단기성 친환경 캠페인에 그침 → 호텔의 ESG 패러다임 혁신 전략 제안

-반려동물 산업 6조원 / 호텔 산업 3.5 조원 등 관련 산업 분야의 꾸준한 성장

-반려견 어메니티 상품 부재 →  레드오션 속 틈새 시장 발견

-호텔 측에서 애견용품 개별구매로 인한 불편함과 호텔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싶다는 니즈 확인

- 호텔 린넨 폐기량의 약 90% 절감 및 호텔 내 자원 순환 구조 구축

- 린넨 1T 당 3.15T의 이산화탄소 절감 및 5,400,000ℓ 의 물 절약

- 폐기 비용 대비 1219%의 부가 가치 창출

-제품 R&D를 통해 다양한 상품군 및 디자인 확보

1. 현재 개발 완료된 제품군의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R&D (천연염색, 봉제 모양 및 부자재 변경 등)

2. 추가적인 어메니티 상품군에 대한 R&D (에코백, 쿠션, 텐트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웹과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B2B 고정 납품처 추가 확보

-B2C 브랜드를 론칭하여 반려견 전용 기프트 세트 컨셉의 제품 개발

VENTURE 
CHALLENGE 2021 드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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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공유 문화의 시작, 푸들(Foodle)

푸들(Foodle) / 윤채영, 강종현 /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착안 배경

∙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 310,000t

∙ 연간 배달음식 폐플라스틱 100,000,000개

∙ 그 중 재활용 불가한 폐플라스틱 89%

하루 약 1000만개 씩 버려지는 일회용기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환경, 다회용기 공유 플랫폼, 푸들(Foodle)이 만들겠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푸들은 자체 생산한 다회용기, 푸들 플레이트(Foodle Plate)를 여러 파트너 업체와 함께 공유하는 플레이트 셰어링(Plate

Sharing) 서비스입니다. 푸들이 파트너 업체에 먼저 푸들 플레이트를 제공하면, 파트너는 여기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고객은 식사 후 별도의 뒷정리 없이 용기를 내어놓기만 하면, 푸들이 수거한 후 깨끗하게 세척해 파트너에게

다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식사 후 뒷정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식사 경험의 질이 상승하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환경에도 선한 영향에 동참하게 되는 에코 다이닝(Eco-Dining)을 경험합니다.

기대 효과

∙ 환경 : 폐플라스틱 감소(식사 500건 당 5,350개의 플라스틱 일회용기 절감) +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 파트너사 : 수거비용 절감 + 매출 증대 효과

∙ 고객(기업/단체) : 식사경험 개선(직원복지 향상) + ESG경영 실천

∙ 푸들 플레이트(Foodle Plate) R&D 비용(디자인/금형/사출)

∙ 플레이트 셰어링(Plate Sharing) 서비스 운영비용(세척 + 물류) * 반포 아파트 조식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예정 (21.4Q)

∙ B2B 식사구독서비스 파트너사 추가확보 // B2G : 공공 배달앱 시장 진출 // Retail : Foodle Plate 판매

VENTURE 
CHALLENGE 2021 푸들(F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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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맛집 밀키트 OEM 연결 플랫폼

퓨처밀 / 정현욱 / 경희대학교

착안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소상공인의 OEM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단가 마진 확보

- 비밀유지계약서기반의 계약을 통해 유통 계약 파기 방지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HMR 제조 프로세스 구축

-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소스 PB 상품 제작/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 및 레퍼런스 확보

- 소스 OEM 연결 시 레시피 노출 방지 노하우로 인한 업체 연결 증대

- 식품 OEM 연결 알고리즘 구축 및 웹 개발

∙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감소와 생계유지를 위한 밀키트 판매 진출을 돕고자 함

∙ 식품 OEM 업체에 대한 MOQ, 가능 생산 품목 종류 등이 정리된 웹사이트의 부재

∙ 유통업계의 정보비대칭으로 미계약 및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 해결책 부재

[식품 OEM 연결]

-식자재/식가공 업체 연결을 통한 식자재 유통마진

-소스 OEM/ODM을 통한 견적 연결을 통한 견적
수수료 및 스마트 물류 데이터 구축

[자체 PB 상품 제작]

대상, CJ에 소스 납품 중인 공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판매권 확보

자체 소스 개발

VENTURE 
CHALLENGE 2021 퓨처밀(Future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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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단기임대 플랫폼 ‘내방니방’

(주) 내방니방 / 남근호 / 인하대학교

착안 배경

- 주거용 부동산의 지속적인 공실율 상승 (연간 10%에서 30~40%까지 상승)

- 상업용 부동산 대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서비스의 디지털화 부족

- 원룸 1년 장기 계약의 불합리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강해짐 (장기계약 거부에 따른 공실률 상승)

- 주거용 부동산 공실해결 솔루션인 단기임대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1) 주거용 부동산 건물주와 공실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2) 공실임대를 위한 시설 컨설팅 제공

3) 세입자에게 채팅과 앱내 결제를 통한 공실 단기임대 공급

4) 디지털화된 건물 임대 현황 제공 및 임대료 정산

주거용부돈산의 디지털화된 건물관리와 단기임대 플랫폼

- 플랫폼을 활용한 주거용 부동산 관리와 임대관리의 디지털화된 서비스 시장 선도

- 주거용 부동산 관리데이터를 활용한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장으로의 확장

- 단기임대 부동산을 활용한 브랜드화된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 서비스 운영 고도화

- 건물주 확보를 위한 영업 및 앱 서비스 마케팅

(주요 대학가 중심으로 확장 - 주거용 부동산 원룸 건물주 및 자취생, 1인가구)

VENTURE 
CHALLENGE 2021 내방니방(nbnb_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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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AnyLife / 유희수 / 한양대학교

착안 배경

지금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츄얼 휴먼 제작회사는 얼굴을 생성하고 합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AnyLife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쉽고 빠르게 버츄얼

휴먼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AnyLife

저희 기술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가상 얼굴을 선택하고 자신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업로드하면 가상얼굴로 합성된 자신의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얼굴합성 기술개발은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옷 합성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제작한 시나리오에 배역에 맞는 가상 얼굴을 제작한 후 무명배우 섭외해서 옷

바꿔주고 배경을 CG로 입히게 되면 초저가 영화 콘텐츠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총 3가지 방법으로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어플로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기업들에게 가상 인플루언서를 분양하며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자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팀 혹은 아이템
로고

E

백그라운드 영상 촬영 가상얼굴 선택
버츄얼 휴먼 (부캐) 생성

VENTURE 
CHALLENGE 2021 An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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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ciency
afety
igitalization

2019 2020

855명

882명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전체 재해자 수

109,379명

전체 사망자 수

2,062명
산업재해경제적손실 30조원
(2019년에비해 8.5% 증가)

故이선호 씨 평택항 사망사고

“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안전관리 소홀 등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참극

”

안전교육없이 작업 투입
안전모 미착용

안전관리자 순회 점검 미실시
..

과태료

1억 9300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2022~)

안전보건 확보 의무 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비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나아가고있는가?

1) 안전관리사/(원청) 관리자 - BACKOFFICE & MOBILE

01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출퇴근 여부 확인

02  푸시 알림 통한 업무 하달 및 공지사항 전달

03  근로자들 안전수칙 여부, 작업 전산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04  근로자 긴급상황 시 의료 정보 확인 (보호자 연락처, 혈액형, 기타 특징)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퍼 플 카 우 / 김 나 혜 / 인 천 대 학 교

01 (작업장 입장) 근무지 반경 20m 내 비대면 체크인
건강상태 입력 /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입력 / 최신 산업재해 기사 확인

02 (안전매뉴얼 점검) 작업 관련 안전 퀴즈, 안전매뉴얼 언제든지 쉽게 검색 가능

03 (민원 접수)  근로자 – 안전관리자 또는 원청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
불편사항/시설물 파손/수리요청/ 환경오염행위 민원접수 가능

2) 현장 근로자 (상용직/일용직) - MOBILE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자의 안전교육 강화 및
실시간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다량의 안전관리 빅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후
작업환경 및 업무개선에 활용 가능

관련 기관과 안전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전 예방 및 경영 안전성 확보

1차: 구매의향서 확보한 인천항만공사 통해 판매 및 실제 현장 테스트 피드백

2차: 인천항만공사 통해 증명된 효과성 홍보 + 안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진적 적용 확대

3차: 1~2차 성과 토대로 민간기업 홍보 및 판매

착안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 외주 (어플리케이션 심화 기능 및 백오피스 제작), 현장 테스트 시 발생하는 비용에 사업화 자금 소요

퍼플카우(Purplecow)VENTURE 
CHALLEN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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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의약품 구매 서비스

메디버디 / 안 준 규 / 경상국립대학교

착안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처방 허용 (7월 누적 2,370,000 건)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1. 서비스에서 병원과 약국 선택

2. 간편 원격 처방 예약 및 상담

3. 처방전 약국 간편 전송

4. 간편하게 처방, 약제비 결제

5. 맞춤 조제 가능 약국 찾기

- 원격 처방 후,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고 의약품을 수령하여 환자 만족도 개선

- 서비스 마케팅 및 영업 (의료기관 및 환자 대상 마케팅 및 영업)

- 서비스 개발

- 원격 처방 후,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는 간편 약국 찾기 서비스

- 원격 처방 후, 처방약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아 헤매는 문제 발생

- 자체적으로 구축한 15만 여개의 의약품 데이터

비대면처방전발급

Step2.

의약품수령

Step3.

병원,조제할약국
검색

Step1.

- 의약품 마케팅과 연계하여 서비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 해소, 약사 직능 확대

- 환자 의약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제약물관리 (영양제-의약품 상호작용 체크)

VENTURE 
CHALLENGE 2021 메디버디(Medibuddy)

20



카메라모션인식수어번역시스템

스텝그라운드 /고진호 /인하대학교

 농인들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 목적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  생활 편의, 긴급 서비스 이용 제약 존재

 기존 사회 서비스 시설 입장에서는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불가능 => 낮은 만족도

 사회 서비스 시설(관공서,  병원,  은행)

수어 번역 시스템 제공

- ‘AI Hub ’ 수어 데이터 기반으로 AI 

학습을 통한 정확한 수어 인식/번역

- ‘Mediapipe ’를 이용하여 적은 리소스

대비 실시간 수어 번역 가능

 실질적 의사소통 보조 도구로 활용

- 1대1 초소형 대면 제품

- 리소스 절감 및 공간 제약

 농인과 청인의 언어 장벽 해소

- 농인 직업 선택폭 증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농인/수어 사회적 인식 개선

 고객사의 업무 처리 속도, 정확성 향상 효과

- 기존 필담,  구화 등 의사소통의 방식보다 업무 처리 속도,  정확성,  만족도 향상

 기존 수어 말뭉치 ,  수어 영상 데이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신규 데이터 확보하고자 함

 제품 납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  판로 등을 위한 비용

 농인 복지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를 중점으로 판로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수어(ASL) 확보 및 번역 예정

착안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사업화자금활용및성장전략

스텝 그라운드(Stepground)
VENTURE 
CHALLENGE 2021

<수어 번역 시스템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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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화 효과가 뛰어난 원료에 약물전달 시스템 접목으로
이가 시린 치주질환자들을 위한 시린이 치료제

K-Bone Lab 이수민 충북대학교

착안 배경

- 치주질환자들의 68-90%가 시린 이 증상을 호소

- 치과의 시린 이 치료의 한계점을 느끼면 비용 및 시간 부담이 큼

- 코로나 시대에 홈케어 가능한 시린 이 케어 솔루션이 필요함.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조인앤조인(JOINANDJOIN)

1. 생체재료의 재광화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근본적 치료기술 구현

2. 서방형 약물전달시스템 구현 (다공구조 내 약물담지/방출)

- 임시방편적 치료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치료를 이행 가능

- 시린 이가 걱정의 대상이 아닌 예방 및 치료 가능함으로 인식

- 시약 구매 비용 및 기기장비 구매 비용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의료보조기기 제작

K-Bone Lab

재광화 전 재광화 후

(그림. 재광화 전/후 모식도 자료.덴탈투데이)(그림. 스마트형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상아세관 내재광화 모식도)

PO4
3-

Ca2+

Ca2+

OH-

상아세관

K-Bone LabVENTURE 
CHALLENGE 2021

22



디지털 트윈 수질 지도 구축 및 환경 이슈 예측 솔루션

아트와 / 강동우 / KAIST

착안 배경

-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녹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

- 녹조 및 수질 오염 문제는 취수원, 양식장, 농업용 저수지 등에서 매년 큰 피해를 입힘

- 조경용 연못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는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해 조경에 악영향을 미침

- 아직도 사람이 직접 채수하는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녹조를 예방/해결하고 있음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자금 활용 및 성장 전략

아트와 (ARTWA)

- AI를 통한 녹조 예측

- 수륙양용 로봇을 통해 내부의 멀티수질센서로 면 단위의 수질 데이터 수집

- 900Mhz LoRa 통신을 통해 공간 데이터와 수질 데이터 전송

- 메타버스 내에서 자체 환경평가에 따라 수질 지도 구축 / 구역별 실시간 수질 상태 변화 확인

- 실시간 수질 관리를 통해 녹조 발생을 늦추고, 대발생시 20%가량 녹조 저감

- 채수부터 공공데이터 공시까지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축시킴으로 인력/비용 절감

- 면 단위의 물 생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가능 영역 확장

- 테스트베드 가용 기기 증가

- AI / 로보틱스 자체 연구개발인력 확충

VENTURE 
CHALLENGE 2021 아트와(AR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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