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1  예천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센터 건립

사업기간 2022~2024 총사업비(백만원) 3,728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재정지원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30%

주관부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7610)  농촌활력팀장 김태성(7311)  담당자 조은현(7313)

 목적 및 필요성

  m 지역의 인재를 교육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농업 청년  

     주체를 양성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 도모 

  m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혁신조직을 육성하여 여건에  

     적합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거점 마련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3년간)

  m (위    치) 예천읍 노하리 70-2

  m (사 업 비) 3,728백만원(국비 2,470 군비 1,258)

  m (사업내용) 

    - 인재양성 및 거점조성/ 창업컨설팅 및 지원

    - 융합산업 기반 구축/ 융복합 상품 확대 판로지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3,728 1,913 1,615 200 - - -

국 비 2,470 1,339 1,131 - - -

군 비 1,258 574 484 200 - - -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공사 준공(2023), 센터 활성화(2024)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센터 건립   ○ 예천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센터 공사 착공

2023년 센터 준공 
○ 예천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센터 준공

○ 센터 집기 비품 구입 및 오픈 준비 

2024년 센터 활성화 추진 
○ 창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사무실 이용 신청 접수

○ 라이브커머스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추진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2년 6 ○ 예천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센터 착공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2022년 11 ○ 예천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센터 골조 공사 완료 

2023년 5~12

○ 예천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센터 준공 

○ 센터 집기 비품 구입 등 오픈 준비 

○ 센터 홍보 및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2024년 1~12

○ 창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지원 중간조직 사무실 운영

○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 개척, 

○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장 및 창고 관리 운영 



 기대효과

  m 지역의 공동체인 청년농업인 등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주도하여  

     자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 융복합 산업 및 창업 사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m 중간지원조직의 성장을 통해 관과 민간을 연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자원 사업을 활성화 시켜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성장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