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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곽희민 학생,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최우수상 수상
- 2019 에너지 분야 적정 기술 활용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12개 팀 중 최우수상 수상
- 예비창업기업‘라잇’… 내 마음대로 끼워 쓰는 LED 모듈을 제안해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의 LED 조명 개발
□ GIST(지스트, 총장 김기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곽희
민 학생(지도교수: 이동선 교수)의 예비창업기업 ‘라잇’(팀원:박문도 박사과정
학생)이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최종 결선에서 최
우수상을 받았다.
∘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은 지난 6월 에너지 분야 적정 기술 활용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12개 팀이 1:1 피칭 교육, 전담 금융 컨설팅 등 기업 역
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거쳐 결선에 진출했다.
□ 이번 대회는 9월 4일(수) 오후 1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 2홀 중앙무대
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심사는 시민참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들의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스타트업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차
별성 ▲사업화 필요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 대상은 태양광 발전효율을 향상시키는 무인 세척·제설 로봇 아이디어를 낸
리셋컴퍼니(주), 최우수상은 내 마음대로 끼워 쓰는 LED 모듈 아이디어의
라잇(예비창업자), 에너지 절감 내부 투시 소형 냉장고 아이디어를 낸 ㈜인
투시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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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 예비 창업기업 ‘라잇’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존 LED 모듈의 단점을
보완한 아이디어로 “내 마음대로 끼워 쓰는 LED 모듈”(제품명:끼모)을 제안
하여 동일한 아이템으로 교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서 인정받아 수상 이력이 있으며 해당 아이템으로 내년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곽희민 학생은 “올해 1학기 실전창업론 수업을
통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내 GIST Sprint for Start-up(GSS)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
도교수님이신 이동선 교수님과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함께 응원해주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KEB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수상 팀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 1팀
1,0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500만원, 우수상 4팀 각 200만원과 창의상 5
팀 각 1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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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사진 1] (좌측에서 여섯 번째)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곽희민 학생, (좌측에서 일곱 번째) 한
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과 (좌측에서 아홉 번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권영해 센터장 등 기념촬영

▲ [사진 2] GIST 예비창업기업 ‘라잇’ 부스 앞 곽희민 학생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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