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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에서 기업설립까지의 머나먼 길：DAREUN KOREA（주）
The history from foundation circle activity to a flotation：DAREUN KOREA Corporation

Jinhan KIM
(주)DAREUN KOREA 대표이사

요약
2012년7월에 창설된 HANBAT대학교경상대학 창업써클, DAWA(DAWA:Design your Ambition With
Ardor)는, 2012년에서 2017년10월까지의 6년연속, 대전광역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선정되었다.
DAWA창립으로부터 현재까지의 DAREUN KOREA의 대표인 Kim Jinhan대표이사는, 5번의 창업실패
를 체험하면서 성장했다. 그 후, 2017년2월에는 HANBAT대학교기술지주회사(주)의 투자를 받고, 학
생창업기업에서는 처음으로 HANBAT대학교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주)DAREUN KOREA법인이
설립되었다. 현재는 사업의 다변화와 확장을 고려하여 3개의 주된 사업부인 서비스개발사업부, 교
육행사사업부, 캠퍼스운영사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 회사 소개
(1) 회사 개요
법인명
사업자 번호

(주)다른코리아
598-88-00669

대표자

김 진 한

개업일

2017.02.01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4층 1호

사업 종류

연구 및 개발업 / 교육 서비스업

대표연락처

Tel. 042-825-5836 / e-mail. support@dareunkorea.com

웹페이지 주소

www.dareunkorea.com

(2) 연혁
2017

02. (주)다른코리아 법인 설립
02. 한밭대학교 기술지주(주) 현금 투자 유치 및 자회사 설립
03. (유)로우파트너스 투자유치
04. 대덕연구개발특구 ‘이노스타트업’ CON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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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연구센터 Feedshare 납품
06.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Making play 교육 계약 체결
08. 다른캠퍼스 완공 및 운영 등 다수

(3) 조직도
대표이사
대외 협력 및 총괄

미래혁신처

사업운영처
- 부서별 사업 관리

- 신사업 기획

- 외주용역

- 재무, 회계, 세무

- 회사 운영 총괄

DAREUN SOFT

- SW / HW 개발

경영관리처

DAREUN EDU

DAREUN CAMPUS

- 창업 / 창의 / 코딩

- 다른캠퍼스 공간

교육
- 행사 기획 및 운영

운영 사업

DESIGN

- 디자인 개발

MARKETING

- 브랜딩

- 대외협력

- 홍보

(4) 비전 및 이념

“ 다른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플랫폼 5.0 ”

(주)다른코리아의 비전은 “ 다른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플랫폼 5.0 “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 꿈을 이뤄 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3가지 자사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년 플랫폼 구축(DAREUN_SOFT),
다른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DAREUN_EDU),
모든 청년들이 모여 가치를 실현해 낼 복합 문화 공간(DAREUN_CAMPUS),
3F(Fairness, Facilitation, Fun)를 기본 이념으로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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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다른, 다른코리아를 실현할 것 입니다.

Ⅱ. 창업 Story
(1) 창업동아리 다와(DAWA)
2012년 7월 창설된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창업동아리 다와(DAWA: Design your Ambition With
Ardor)의 창립멤버로써 김진한 대표이사와 박철상 부대표는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창업동아리
DAWA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창업 커뮤니티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2
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6년 연속 대전광역시 정부지원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전국
적으로 오래 자생하는 창업동아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다와 창립 이래로 현재 다른코리아 대표
인 김진한 대표는 5번(반려견 수제간식, 캐릭터 사업, 국영수 공부방, 한국식 MOOK 교육 플랫폼
서비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업 실패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2) 웹서비스 개발 기업 ‘다른(DAREUN)’ 설립
5번의 창업과 5번의 실패를 경험하여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내부 개발 역량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중이던 이재민 이사를 만나게 되어 ‘다른(DAREUN)’
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의 첫 시작은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주최하는 ‘PSV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이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일본 니가타 대학교를 방문하여 CON 서비스를 공식석상에 처음 소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
습니다. 그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보육센터에 학생 창업 기업으로 입주하고 한밭대학교의 전
폭적인 지원을 받아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후 한밭대학교 뿐만이 아닌 한남대학
교, KAIST 출신 14명의 스타트업 팀이 형성 되었습니다.

(3) 투자유치, (주)다른코리아 설립
다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 스마트창작터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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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행사 / 강연 지원 실시간 양방향 소통 시스템 ‘CON’을 런칭하였
습니다. 이후 IP 옥션마켓 1위, 대전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 대학부 1위, 한밭 Fair 창업경진대회
2위 등 다양한 수상 실적과 함께 2017년 2월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의 투자를 받아 학생
창업 기업으로는 최초로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17년 2월에

(주)다른

코리아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어 3월 대전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유)로우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
며, 현재는 사업의 다각화와 확장을 고려하여 서비스개발사업부, 교육행사사업부, 캠퍼스운영사업
부 3개의 주요 사업부로 사업을 진행 중인 청년 기업입니다.

Ⅲ. 사업(자사브랜드) 소개
(1) DAREUN SOFT

“ 인간다운 기술을 개발하는 DAREUN SOFT

”

DAREUN SOFT는 (주)다른코리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부 중 하
나이자 자사브랜드로써 사내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에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교육 키트를 제작하는 사업부입니다.

로고

아이템명

아이템 소개

행사 / 강연 지원 실시간

강연 및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디바

양방향 소통 시스템 ‘CON’

이스를 통해 청중이 질문하는 내용이
강연장 내 스크린 화면에 실시간으로
등록되어 마이크없이 강연자와 청중
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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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 멘토 – 멘티 일정

교육 내 멘토와 멘티를 매칭시켜주고

관리 및 멘토링 지원 시스

매칭된 그룹 내 일정 관리 및 파일

템 ‘FeedShare’

관리를 제공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시스템

(2) DAREUN EDU

“ 단 한 명도 소외 받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의 소중함을 통해 ‘나’의 소
중함을 알아가는 교육,

DAREUN EDU”

DAREUN EDU는 (주)다른코리아의 교육행사사업부이자 자사브랜드로써 Making play라는 이름으
로 창업 교육 / 진로 교육 / 스팀 교육 등을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키트를 기획,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부입니다.

교육 구분
진로 교육

커리큘럼

내용

1. 미래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 재능을 알아가는

2. 게임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경험

교육을 진행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프로그램

파악하는 교육 프로그램

3. 명문대 연구실 탐방
4. 디자인 예술가 프로그램
스팀 교육

1. 스마트 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Science), 기술

2. 스마트 팜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3. 스마트 카

수학(Mathematics)을 결합한 STEAM 교육

4. 스마트 팩토리

을 통해 미래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융합적
사고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 자사 개발 교육 교구 KIT 활용

창업 교육

1. 오픈소스 메이커

자신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팀을 구성하여

2. 스타트업 미션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창업의 전 과정을 체

3. 크라우드 펀딩

험하여 창업에 대한 이해와 창업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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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교육

4. 특허 교육

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1. 디자인 씽킹

우리 주변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문제를 연

2. 적정기술 교육

계하여 해결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하여

3.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3) DAREUN CAMPUS
“ 원도심 내 청년 문화 복합 공간 DAREUN CAMPUS

“

DAREUN CAMPUS는 대전의 원도심에 위치한 청년 플랫폼 5.0을 실현하기 위한 약 100 평의 오
프라인 청년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창업가, 문화 예술가, 메이커,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이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모임, 교육,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누구나를 위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오픈 공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