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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뜬다�-�1

선수단��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간만에 바람이 선선하네요. 올해 들어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유

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농업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아요. 

 요 근래 '로컬'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댄싱사이더 역시 '로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작년 10월, 충북 로컬크리에이터들의 교류 프로그램이었던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충주'에 댄싱사이더

도 참여한 바가 있으며, 오는 23일 수요일에는 성공적인 로컬크리에이터의 사례로 와디즈에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란 대체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사례들

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로컬크리에이터

골목길�경제학자로�불리는�모종린�교수에�의하면��로컬크리에이터란��골목상권과�같은�지역시장에서�지역자원�

문화��커뮤니티를�연결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창의적�소상공인�을�의미해요��젊은�세대가��하고�싶은�일을�하

기�위해��살고�싶은�삶을�살기�위해��지역에�정착하기�시작하며�로컬�신�Local�Scene�이�더욱�활성화되고�있어요�

해외�선진국에서는�이미�주류가�된�현상이기도�한��로컬의�부흥�은��사회가�발전하고�가치관이�다양해지며�형성되

는�자연스럽고도�불가피한�흐름으로�이해돼요��우리나라�정부에서도�이러한�흐름에�힘입어�로컬크리에이터의�양

성과�육성에�나서고�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는�작년부터��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사업�을�실시했는데��그�경쟁률

이�22�1을�기록하며�뜨거운�관심을�받았죠��또�올해부터는��지역가치�창업가��협업�지원사업을�신설하여�로컬크리

http://sisa-n.com/View.aspx?No=1299622
https://www.wadiz.kr/web/school/detail/939


에이터와�기업�간의�협업을�도모해요��해당�지원사업에�야놀자��텀블벅��우아한형제들�등의�유명�기업들이�참여하

며�눈길을�끌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은�아래�기사에서�확인해보세요�

- 로컬은 현상이다 (조선일보, 2020-08-11)

- [로컬창업(7)]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로컬크리에이터 (비로컬, 2021-04-15)

- 예산 44억,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벤처스퀘어, 2020-03-04)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첫 회 경쟁률 22:1 기록 (이로운넷, 2020-04-06)

- 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억원 지원 (조선비즈, 2021-06-01)

- “청년 살아야 지역이 산다”…지자체 ‘MZ세대 잡기’ (문화일보, 2021-06-15)

�사례

공주에�위치한��마을호텔�의�경우�공주�원도심의�공실과�폐가를�서점��카페��전시공간�등으로�탈바꿈시켜�관광객

과�지역주민을�위한�새로운�공간을�마련하였어요���마을호텔�은�그�성과를�인정받아�최우수�로컬크리에이터로�선

정되기도�했죠��그�외에도�담양의�대나무를�활용해�구두를�만든��뮤지엄재희���산골의�목장을�복합�문화공간으로

키워�낸�평창의��산너미목장��등이�2020년�로컬크리에이터�우수사례로�선정이�되며�이목을�끌었어요��댄싱사이더

가�위치한�충북에도�다양한�로컬크리에이터들이�있어요��충북�괴산에�위치한��뭐하농�은�괴산의�청년농부�6명이

서�직접�재배한�농산물을�활용한�식음료를�파는�공간을�마련하였어요��또��최근엔�국비를�지원받아�귀농을�희망하

는�청년들을�위한��괴산에서�두�달�살아보기��프로그램을�기획하는�등�농촌의�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기�위해�노력

하고�있어요��충북�옥천에�위치한��고래실�은�옥천군의�지역�잡지인��월간�옥이네�를�발간하고�지역문화창작공간

운영하는�등�군�단위의�문화콘텐츠를�다양하게�개발하고�있다고�해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2701.html
http://belocal.kr/View.aspx?No=1563275
https://www.venturesquare.net/803629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14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01/UK226W24UJANNFGPPOTZQ5FR6U/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501071027109001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우수사례 선정 (시사앤라이프, 2020-12-16)

- 권칠승 장관, 공주 원도심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마을호텔’ 찾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09)

- 담양 뮤지움재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창업가 선정 (담양곡성타임스, 2020-12-16)

- 괴산 청년농부 '뭐하농'…귀농희망 청년 돕는다 (뉴스원, 2021-06-06)

- [로컬의 미래⑬]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옥천서 '재밌는 일' 벌입니다" (이로운넷, 2019-11-15)

- 충북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 

��금주의�업계�소식

http://sisa-n.com/View.aspx?No=138491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26
http://www.d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22
https://www.news1.kr/articles/?433005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648
http://www.nexuslocal.kr/Media


- GS25에 술 자판기…유통이 '酒도권' 쥔다 (한국경제, 2021-06-07) 

- MZ 타겟 전통주 제조 ‘(주)이쁜꽃’, 투자 유치 (벤처스퀘어, 2021-06-09)  

- [단독]진짜 정용진 맥주 'SSG랜더스라거' 7월 나온다 (뉴시스, 2021-06-11)

- 오비맥주 KBC, GS25와 함께 ‘노르디스크맥주‘ 선보여 (화이트페이퍼, 2021-06-12)

- CU, 곰표·말표 이은 수제맥주 3탄 ‘백양BYC 비엔나라거’ 출시 (머니S, 2021-06-15)

- KT, 신진 아티스트 협업 통해 MZ 브랜드 강화…첫 프로젝트는 수제 맥주 (뉴스원, 2021-06-13)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732631
https://www.venturesquare.net/830623
https://www.news1.kr/articles/?4336315
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1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508048043935
https://www.news1.kr/articles/?4337609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