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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OCAL CREATOR

Local Brand  

로컬크리에이터 플랫폼, 로컬브릿지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문화기획, 도시재생

(주)로컬멀티플라이 

localbridge.kr@gmail.com

localbridge-kr.com(오픈예정)

로컬브릿지는 (주)로컬멀티플라이의 브랜드입니다. 지역 성장의 링크가 되기 위해 화성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로컬브릿지의 플랫폼에서 각자가 가진 콘텐츠로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로컬브릿지의 모토는 ‘하고 싶은 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기반 

활동이 보다 주목받고 로컬 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살고 싶은 삶’이 되는 것이 로컬브릿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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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Time Dashboard: Monitor 

integrative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 Keyword Analytics: Find out 

"hot" topics

■ Social Network Analytics: 

Compare power of SNS channels 

& contents

■ Website Analytics: Monitor 

online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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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Brand

지역기반 신선식품 유통플랫폼 팜닷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거점브랜드

빌드주식회사

main@withbuild.com

www.farmdot.kr

팜닷은 경기도 시흥을 거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먹거리 유통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농산물 유통 방식과 중앙 중심 물류운영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줄여 농가에는 

이익을, 지역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합니다. 안테나샵 '월곶식탁'을 동시 운영하며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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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닷은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시흥시 친환경 농산물, 엄선한 제철과일, 

첨가물을 줄인 가공식품 등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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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Brand 

공생공사(공간에 생기를 공간에 사람을)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Mobile app service

㈜파이

gongseang123@gmail.com

https://공생공사.net/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을 쉐어하는 매출 연동형 임대료 계약 기반 상가점포 파트너 매칭 서비스 "공생 플랫폼" 

공생은 임대료에 대한 갈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주(임대인)은 공간(상가점포)을 소개하고 창업주(임차인)은 창업아이템과 프로필을 영상으로 소개하여 

서로가 원하는 조건의 파트너에게 입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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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ltural Experience 
지역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꿈을 이루어주는 창작소

피크닉콘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디지털문화체험

피크닉콘(picninccon)

sxzmk90@naver.com

http://www.picniccon.com

2020 LOCAL CREATOR10

1인 미디어 전문 교육, 영상 제작, 영상 광고,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피크닉콘"입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유튜브 및 여러 영상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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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콘은 영상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업 영상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의뢰와 피크닉콘의 유튜브 채널인 "유튜브랩"을 통한 브랜디드 콘텐츠. PPL 

영상 등의 제작을 진행합니다. 

피크닉콘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독자수 13만 5천 명에 달하는 "

유튜브랩" 채널을 통해 무료로 450여 개의 1인 미디어 교육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대면/비대면 형태의 공공/

사설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등으로의 강의 출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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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ltural Experience

애니메이션 '꼬미와 베베'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애니메이션

㈜해피업

samlee@happyupstudio.com

http://www.cominbebe.com

2020 LOCAL CREATOR12

한국의 젊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해피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제작 및 마케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교육적이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경쟁 행사인 SPP 

최고 기획상, EBS 공동제작 공모 2회 선정,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창작 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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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미국의 Lion forge 사와 

EBS와 공동제작을 통해 제작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이며 , 2020년 

12월 17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 그 이후에는 

케이블 TV, IPTV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미국 전문 투자사로부터 직투자를 

받았으며,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 미국 

지상파, 넷플릭스 등의 매체에서 

2021년부터 방송 예정입니다.

‘꼬미와 베베’는 옆집 사는 친구인 5

살 꼬미와 베베의 이야기입니다. 

꼬미와 베베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가족과 유치원 친구들, 동네 언니, 

오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가족애와 우정, 자연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워나갑니다.

꼬미와 베베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까를 궁리합니다.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며 

티격태격하기도 하구요.

‘꼬미와 베베’는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등장하는 가족 기반 스토리로,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가족 간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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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바이오청국장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로컬푸드

주식회사 광진기업

sweyss@gmail.com

www.BioCGJ.com

2020 LOCAL CREATOR14

경기도 광주 열미리에 위치한 발효 공방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청정지역인 연천지역의 콩은 전국 콩 생산량 중 

1% 도 생산되지 않는 귀한 콩으로서 임금님께만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연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편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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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공기가 깨끗한 경기도 열미리 숲 

속에 벽 대신 커다란 통유리로 이루어져 

내부가 훤히 보이는 발효 공방은 제조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며 누구나 와서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발효 

콩 기반의 맞춤형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체 R&D 연구소를 통한 생산 공정 

관리와 제품 품질 안정화로 대중의 

기호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 발효식품의 단점인 심한 

이취와 불편한 식감을 개선해 제철 

과일과 함께하는 청국장 샐러드, 청국장 

치즈케이크 등의 간편식을 개발하여 

커피나 와인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다양한 섭취 레시피를 제안하는 

등 소비자에게 건강한 라이프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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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3초 고체육수 <순간>
(Offline Drone Match Solution Using Electronic Device)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복합조미식품

델리스 주식회사

kidmask@gmail.com

http://www.soongan.co.kr

요리 초보도 달인도 3초 만에 육수를 만들 수 있다. 육수를 끓이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아이템으로 동결건조공법으로 만들어져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유지해 주며, 뜨거운 물에 3초, 찬물에도 

1분이면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국내산 재료를 이용하여 

저염으로 만들어져 이유식 및 건강식 육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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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육수, 소고기 버섯육수, 해물육수, 치킨육수, 채수육수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팩에 20개가 들어 

있으며, 한 개로 500ml의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채수는 비건 인증을 받아 채식주의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간>은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제품으로 여행이나 캠핑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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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유황검정달걀 설랩알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경기도 양평 특산물 개발 추진

주식회사 설랩

info@sullab.co.kr

www.sullab.co.kr

국내 최초의 한국판 유황온천 검은 계란 생산 프로젝트 

일본 하코네의 쿠로타마고(검은달걀)은 지역 명물로 먹으면 7년을 장수한다는 전설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명소 특산물입니다. 달걀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국내로 

들어올 수 없어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유황 온천공을 활용하여 한국판 검정 달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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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달걀은 한국인 정서상 여행의 상징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보유한 식품입니다.

기차 여행에서 삶은 달걀이 빠질 수 없었듯이, 중년층 감성에는 삶은 달걀과 젊음을 되찾고 싶은 감성을 느끼게 

하며 젊은 층에게는 간편식으로 다이어트 및 몸짱 만들기에도 으뜸인 식품입니다.

2020 LOCAL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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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지역의 상징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한국술 브랜드 개발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로컬푸드, ODM 제조

농업회사법인 한통술이노베이션주식회사

hantongsool@naver.com

https://www.hantongsool.com

따른다. 마신다. 술의 행위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술 한 잔에는 시간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방식의 한국술을 빚습니다. 일 백여 년 동안 일제의 탄압을 피해 몰래 빚어온 고유의 

전통누룩으로 한국술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숙제입니다. 3대를 이어온 100년 전통 양조가문의 

기술로 오래전 임금님이 드시던 어주를 빚던 재료와 양조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한통술을 통해 조상의 지혜를 

담은 한국술의 고귀한 맛을 느껴보세요.

2020 LOCAL CREATO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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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같은 꽃막걸리’ 시리즈는 한통술의 첫 한국술 브랜드입니다. 특수 발효공법과 현대화된 우리 고유의 

전통누룩, 재료, 양조법 등을 통해 오래될수록 맛이 뛰어난 와인처럼 즐길 수 있는 술입니다. 뛰어난 향기와 

자태가 담긴 연꽃과, 우아하게 구미를 당기는 구절초꽃까지, 조상의 지혜가 담긴 꽃막걸리는 각종 숙취 물질을 

제거하여 몸에도 이로운 술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곡향이 깊어집니다.

2020 LOCAL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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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못생긴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수제 크래커 "US-CRACKER"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로컬푸드

주식회사 사공사파운드

info@404found.co.kr

www.404found.co.kr

2020 LOCAL CREATOR22

사공사파운드는 일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을 찾아내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버려지는 국내 농산물이 500만 톤 이상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스크래커를 만듭니다. 경기도 소재의 

자연농법 농장들과 협업하여 형태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되어 판매가 되지 않는 못생긴 유기농 농산물을 

수거, 자연주의 유기농 제품으로 만듭니다.



23K-Startup

어스크래커는 친환경, 비건, 건강식품 

키워드를 활용한 소구 마케팅을 통해 

영, 유아식품, 친환경 식품, 비건 

식품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허브, 

마늘, 소금 등 다양한 시즈닝 개발을 

통해 더 맛있고 건강한 식품으로 

발전하고, 추후에는 야채를 활용한 

단백질 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못난이 야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못생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스크래커는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과자입니다. 국내 생산된 밀, 현미, 

현미유와 제철 수확 가능한 유기농 

과일, 채소를 활용한 친환경 식품 

브랜드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자연농법 농장들과 협업하여 판매 

어려운 제품 및 재고처리를 못하는 

농산물을 수거, 농가의 재고 처리를 

해결하겠습니다.

2020 LOCAL CREATOR



K-Startup

Eco-Friendly Activity

두물머리 자연 속 힐링 산책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지역 관광 체험 서비스

달뿌리

dion@dalbburi.kr

www.dalbburi.kr

'달뿌리'는 두물머리 자연을 지키며 함께 지역 아티스트, 농부, 작업자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창출하는 

로컬 기획사입니다. 

달뿌리의 방문 프로그램은, 자연 속 산책과 더불어 '방문객이 만드는 굿즈'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여행 가이드와 자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자유여행을 돕는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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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힐링여행 #마을여행

 #자전거타기 #풀숲에들어가기

#자연 #버드나무 #연밭

#갈대밭산책 #굿즈만들기 #스머지스틱

#농장체험 #맞춤여행 #힐링 #서울에서1시간

#걷기여행 #로컬

2020 LOCAL CREATOR



K-Startup

Eco-Friendly Activity 

경기도 생태자원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 힐링 콘텐츠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콘텐츠키획및제작

더블익스 DOUBLE EX

jslim@doubleex.co.kr

불면증, 번아웃, 공황장애 등 뉴노멀 밀레니얼세대의 큰 이슈 중의 하나인  

[멘탈케어]를 목적으로 한 비대면 힐링 콘텐츠 + DIY 아트 오브제 제공 서비스

 

유튜브, 오디오 클립에 격주 1회 서비스되는 투 트랙(오디오/비디오)서비스로,  

매회 다른 콘셉트로 셀럽 및 힐링 전문가와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ASMR TRAVEL STORY

2020 LOCAL CREATO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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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콘셉트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로컬 명소, 생태 환경(바람, 파도, 태양, 비, 

식물, 동물 등), 문화, 음식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감각적 영상과 크리에이티브한 사운드 믹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인문학 스토리 기반 ASMR 문화 콘텐츠입니다. 

2020 LOCAL CREATOR



K-Startup

Eco-Friendly Activity

Green Tutoring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contents

라라그레이스

Laragrace.store@gmail.com

https://www.instagram.com/laragrace.store/

라라그레이스는  꽃과 식물을  이용한  플랜테리어 컨텐츠 개발과 와 그린 크리에이터 교육으로 

자연과  멀어지고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삶을 위로하고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크리에이티브한 식물 

작품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자연친화적인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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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대상 교육사업과 개인 창업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DIY 제품과 

영상 콘텐츠, 기념품 제작 등을 개발하여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콜라보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에코 쉼표가  

되고자합니다.

2020 LOCAL CREATOR



K-Startup

Local Value

IDLY 아이들리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구독서비스

(주) 아이들랩

junpark@igogo.kr

https://idly.kr

IDLY(아이들리)는 매달 가족의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주는 "가족을 위한 경험 구독 서비스"입니다. 시켜주고 

틀어준다는 말로 대변되던 기존 키즈 콘텐츠와 달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키트와 

영상이라는 형태로 패키징 하여 매달 집으로 배달, 다양한 디바이스로 시청 및 활동하게 합니다. 또한, 거리 상의 

문제로 만나기 어렵던 전국 각지의 창작자들이 지닌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달합니다.

2020 LOCAL CREATO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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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Y는 모바일/태블릿 뷰 기반의 웹서비스로 제공되며, 추후 앱 서비스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직관적 

UX를 통해 해당 월에 제공되는 패키지 내용을 확인하고, 손쉽게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추가되는 

가족 경험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각 계정에 

기록됩니다.

IDLY가 지닌 가치와 비전의 

스토리텔링을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 

나타냅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키트박스와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이용방법을

한눈에 제시합니다.

매달 바뀌는 '이 달의 패키지'에서 

전체 영상 및 키트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참여한 파트너사 소개로 

IDLY만의 로컬 스토리텔링을 

전달합니다.

온 가족이 IDLY와 함께 한 시간들을 

수치화하여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이용자가 손쉽게 패키지를 결제하고 

본인의 구독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0 LOCAL CREATOR



K-Startup

Local Value  

직접 후원 매칭 서비스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web service

브랜드명 : 와카롱 (walkalong)

info@walkalong.co.kr

www.walkalong.co.kr

2020 LOCAL CREATOR32

후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호소에 직접 후원하여 소중한 후원금의 낭비를 막고 후원금이 더욱 가치있게 

사용되도록 올바른 후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와카롱 프로젝트.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 영상을 통해 후원자에게 

후원, 입양 등을 위한 자세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흥미 있는 스토리를 담아 전달하며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호소 별 실시간 계좌 공개와 사전 감지 시스템으로 후원자의 지속적인 신뢰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33K-Startup

공공정보 공유 수준의 방식?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입양률을 높이나요?  현재 유기 

동물 입양을 위한 정보는 모두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몇 

줄의 정보를 통해 평생 함께 할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유기 동물 입양률은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와카롱은 

각 보호소의 입양 가능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입양 동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장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입양 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공개합니다.

유기 동물 관련 영상에 장르를 

입히다! 감정 호소에 일관하는 

기존의 후원 관련 영상들로는 

포화상태의 후원 시장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와카롱은 자체 

제작하는 모든 영상을 장르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 

풍자, 멜로, 서사 등의 장르를 

통해 동영상 플랫폼을 시청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그들을 새로운 

후원자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쉽고 

빠르게 많은 영상을 만들기보다 조금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사용자가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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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Local Value

코코보라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지역가치

코코보라

cocoboratv@gmail.com

cocobora.co.kr

2020 LOCAL CREATOR34

과학과 예술이 만나다?!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온·오프라인 과학 

콘텐츠 기업 '코코보라' 입니다.



35K-Startup

코코보라의 오프라인 콘텐츠, 

현직 과학자가 꾸미는 길거리 

과학공연 '사이언스 버스킹' 

대체할 수 없는 과학 융합 

퍼포먼스 공연!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도합 

약 20만 명의 구독자들이 

코코보라의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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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Local Manufacturing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플랜테리어 파빌리온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지역기반제조

주식회사 루비

contact@by-ruby.com

www.by-ruby.com

식물로 실내 공간을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 효과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고자 하는 플랜테리어와  수직농장의 

개념을 더하여 새로운 플랜테리어 파빌리온을 선보입니다. 종이 소재의 플랜터에 식물을 심고 모듈식 파빌리온에 

연출하여 기업 또는 상업 공간을 위한 렌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원예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해왔던 발달장애 

실내 정원사들이 정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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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가 직접 디자인한 종이 소재의 

플랜터는 모듈식 파빌리온과 어울려 

세련된 플랜테리어를 완성합니다. 또한 

식물의 관리를 위해 RUBY 발달장애 

실내 정원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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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Local Manufacturing

The Shooting Car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지역 기반 제조

(주)밸리언텍스

kim@vlntx.com

www.valiantx.com

위험한 촬영 현장 환경으로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노후 촬영 장비의 한계로 대채로운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밸리언텍스 슈팅카로 보다 안전하게, 보다 다이나믹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는 차량 탑승 상태에서 원격 조정으로 로봇팔을 사용하고, 위험 감지 AI 

소프트웨어로 로봇팔 탑재 촬영 시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로봇 및 컨텐츠 특화지역 부천에서 부천 제조기업들과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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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K-Startup

BTS 영화, 보좌관, 힘쎈여자 도봉순 등 10여 개 이상 레퍼런스 쌓은 상태입니다. 

밸리언텍스 슈팅카로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넷플릭스 및 유튜브에 업로드 외어 전 세계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시장은 대여/리스 사업, 해외시장은 판매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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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Local Manufacturing

코로나19시대의 비대면 도자기체험키트개발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디지털문화체험

플로리겐

wang5957@hanmail.net

2020 LOCAL CREATOR40

도자기 산업특구인 경기도 이천시의 “예스파크”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도자예술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대중들이 공예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갤러리도 운영하고 도자기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공예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1K-Startup

 나만의 캠핑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캠핑 가구와 

달리 내구성이 강해서 실내에서도 

사용감이 좋고 조립과 분리가 쉽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동 시에도 

편리합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샌딩부터 색 마감까지 

직접 해보며 나만의 감성 가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툴과 테이블 

키트는 첨부된 설명서와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작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아트토이 

체험키트로써 도자기 인형 위에 

유성펜으로 기존의 캐릭터나 

자신만의 캐릭터를 새롭게 창작하여 

그리는 체험입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그리고 지울 수 있어 아이부터 

성인까지 즐길팜닷은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시흥시 

친환경 농산물, 엄선한 

제철과일, 첨가물을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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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Local manufacturing 

가평 로컬맥주 개발 및 캔맥주 생산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로컬기반 상품 개발 

크래머리 브루어리 

kraemerlee@kraemerlee.com

인스타그램 @kraemerlee

크래머리브루어리(Kraemerlee Brewing Co.)는 경기도 가평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유럽식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수제 맥주 양조장입니다. 'DRINK LOCAL That's Why You Are' 
슬로건으로 로컬리즘을 지향하며, 가평의 로컬 자원과 크래머리의 콘텐츠인 양조(Brewing) 기술을 
접목하여 캔맥주와 굿즈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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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K-Startup

가평 조종천에서 피어나는 물안개의 

특징을 담은 '가평물안개(Hazy Foggy 

Oatmeal IPA)' 맥주를 한글과 영문 버전의 

캔맥주로 출시하여 박스 패키지 판매는 

물론 외부 유통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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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반려동물 가구 | Furniture for Pet

호우디자인 | H.O.U Design

houseofus@naver.com 

smartstore.naver.com/houseofus

안녕하세요 호우디자인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반려묘 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HOUSE OF US | H.O.U Design

Local Manufacturing

도시생활을 위한 반려동물 가구 Pet furniture for Seoul life

2020 LOCAL CREATOR44



■ Real-Time Dashboard: Monitor 

integrative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 Keyword Analytics: Find out 

"hot" topics

■ Social Network Analytics: 

Compare power of SNS channels 

& contents

■ Website Analytics: Monitor 

online customer

45K-Startup

도시의 주거면적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좁은 주거면적이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우디자인이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2020 LOCAL CREATOR



K-Startup

Local Manufacturing  

월간농작서비스

Category

Company 

Email

Website 

지역기반제조

(주)88후드

88@88hood.com

＊월간 농작 서비스(농부 x 작가 = 농작) 

대기업이 영리하게 활용하는 아트마케팅을 경기도 영농에 적용 - 판매자의 스토리를 담는 펀딩 유통을 통해서, 경기도 영농 

농가의 농부 스토리를 담아 차별화로 영농 농가의 선 판로개척과 부채와  걱정이 없는 농사가 가능하도록 진행

농부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써 전단지가 아닌, 작품으로 탄생하는 농부 스토리  

-  3가지로 일러스트(농부, 농산품/풍경, 맛있게 먹는 정보)로 표현되어 굿즈 구성 

월간 농작 서비스의 모든 펀딩 페이지는 농산품 + 아트 굿즈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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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K-Startup

기업과 작가를 잇는 아트 콜라보  

기업에 작가 작품을 매칭하여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고 생활 속 갤러리를 만드는 아트 

콜라보입니다.  

(공간 인테리어, 제품 패키지, 굿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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