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메이커 운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이준영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 연구원

연구진

김광현

최한중

배현주

조문석

마포1번가연구단 단장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 팀장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

일자리지원과 일자리기획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마포구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i

요약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메이커 

육성·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

메이커는 무엇인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 도구의 발달을 응용하여 

기존의 제조업, 제작자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메이커 

운동은 메이커들이 하는 메이킹 활동과 이와 관련한 문화적 운동으로 ‘지식의 공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메이커들이 일상에서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메이커

들은 메이커들이 만들기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갖춰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의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오픈소스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과 성장에 따라 메이커 운동이 새로운 제조업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펩시티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제작도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글로벌 창업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3D프린팅강사협회, 메이커 스페이스 등 메이커 운동 관련 인프라와 예술, 디자인, 공학 전문가 등 

메이커 운동 성장 기반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메이커 운동 기반 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마포구의 지

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포구 메이커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림 2]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

국내 메이커 운동은 공공이 공간 조성·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해 민간 

메이커 운동을 탑다운 방식으로 지원하여 창업·일자리 창출·경제 성장을 도모

국내 민간 메이커들은 자력으로 꾸준히 메이커 운동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예술, 공학, 디자인 등 



마포구 메이커 운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ii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커 활동을 통해 메이커 운동을 성장시켰다. 메이커들은 

메이커 페어 서울 등 관련 행사를 통해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커뮤니티,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메이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공공은 메이커 스페이스 등 공간을 조성하고 장비·도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메이커 운동을 지원

하고 있다. 정부는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 여러 명칭으로 메이커들의 활동을 위

한 공간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이 경직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는 대부분 홍대, 합정, 망원 등에 소형 규모로 입지, 메이커는 개인 

활동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원 정책의 효과는 미흡하다고 인식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는 홍대, 합정, 망원 등 예술, 디자인, 공학 분야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

으로 입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수공예 공방 형태에서부터 공장형 시제품 제작 업체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공간 규모가 소형으로 운영된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 구조는 대부분

이 공간과 장비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메이커들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작

품 활동과 메이커 교육을 진행한다.

메이커들의 작품 활동은 협업 활동보다 대부분 개인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변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부재하여 협업 활동을 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이미 개인작업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개

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메이커 페어 등을 통해 메이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 소모임, 파티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메이커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의 구축은 미흡한 모습이다.

또한 메이커들은 메이커 운동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지원 방식과 정책 접근 

방향에 대해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메이커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현재 메이커 운동 지원 정책보다 

메이커의 활동, 교육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이커 운동 지원 정책의 방향 변화가 필요하며 

장기적 시간으로 문화·산업·사회적 기반의 성숙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메이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메이커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메이커 운동 활성화 정책 방안은 생활 밀착형, 지역 기반형 저변 확대 방향으로 

추진

본 과제는 마포구의 메이커 운동 실태와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생활 밀착형, 지역에 기반한 저

변 확대 방향으로 메이커 운동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마포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역할은 메이커들에게 관련 정보, 공간, 활동 비용 등 필요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메이커의 활동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역할은 메이커의 창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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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원, 메이커 제품 판매 활로 확대 등 메이커 역량 확보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역할

은 메이커 교육, 역량 강화 콘테스트 등을 통해 메이커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발판 마련을 수행한다. 

[그림 3] 메이커 운동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의 역할 

[그림 4] 메이커 운동 활성화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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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업 개요

1 ∙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과 성장, 새로운 제조업 트렌드 등장

‐ 메이커들의 다양한 활동 증가

‐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문화예술가, 공방 증가

‐ 소규모 개인 제조 창업이 확산

◦ 정부·지자체의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육성 독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추진

(2022년까지 전국에 367개소 조성 계획)

‐ 서울시는 2018년 펩시티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제작도시로의 전환을 추구

‐ 글로벌 창업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일자리 지원 추진

◦ 마포구는 메이커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여건 보유

‐ 3D프린팅강사협회, 메이커 스페이스 등 메이커 관련 인프라 보유

‐ 산업 융·복합이 가능한 문화예술 종사자, 공방, 전문가 등 인적자원 

◦ 기존 여건을 활용하며 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2) 과업 목적

◦ 마포구 메이커 운동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메이커 운동의 특성 파악

◦ 지역 내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고

◦ 메이커 운동 지원 정책 방향 설정 및 육성·창업 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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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일대

2) 내용적 범위 

◦ 메이커 관련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

◦ 메이커 운동의 동향 파악 

◦ 마포구의 메이커 운동 현황 분석

◦ 마포구 메이커 운동 지원 방향 및 전략 구상

3) 시간적 범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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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과업 내용

◦ 메이커, 메이커운동, 메이커 스페이스 등 관련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

◦ 지역 내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고

◦ 메이커 운동 지원 정책 방향 설정 및 육성·창업 지원 방안 제시

2) 과업 수행 흐름도 

◦ 메이커운동 지원 방안을 위한 수행 흐름도

[그림 1-1] 마포구 메이커 운동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과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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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연혁

◦ 메이커 운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실행 수립 경위

구분 경위 주요내용

’19.06.25. 착수보고 ∙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과제 착수보고

’19.08. 현장 조사

∙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실태 조사  
∙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 분포 현황 파악
∙ 메이커 스페이스 형태 조사
∙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 형태 조사

’19.09.
종사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 메이커로서 활동 내용 
∙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 메이커 운동의 향후 전망
∙ 메이커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 메이커 운동에서 공공의 역할
∙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
∙ 공공에게 바라는 점

’19.10.21. 중간보고
∙ 기존 연구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시사점
∙ 마포구 메이커 운동 여건 분석
∙ 정책 방향 및 실현 목표

’19.11. 자문회의

∙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향 검토
∙ 메이커 운동 정책 검토
∙ 주요 사업 기본구상(안)
∙ 자치구 수준의 메이커 운동 정책 방향 검토
∙ 메이커 운동의 특성
∙ 정책 제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검토 (사업(안)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

’19.12.09. 최종보고
∙ 마포구 메이커 운동 사업(안) 제시
∙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논의

[표 1-1] 마포구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실행 수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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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메이커 운동의 모습

1 ∙ 메이커란

1) 메이커의 의미

◦ 메이커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

◦ 만들기의 범위와 의미가 도구 및 기술의 발달로 개인 취미활동에서 함께 무엇을 만드는 것으

로 확장

‐ 기존의 혼자 스스로 만들기를 하는 DIY(Do It Yourself)에서 함께 만들기를 하는 

DIT(Do It Together), DIWO(Do It With Others)개념으로 발전

◦ 2000년대 초 데일 도허티가 메이커 운동을 전개하면서 메이커1)에 새로운 의미 부여 

‐ 모든 인간을 메이커로 규정하여 태어날 때부터 물건을 파악하고 만드는 능력을 선천적

으로 가지고 있으나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만들기를 멀어졌다고 규정

‐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메이커로서 인식을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설명

◦ 메이커는 자격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 스스로 만들고 고치고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

‐ 만들기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주변에 평가받고 메이커로서 인정받음

발의자 정의

마크 해치(테크샵 설립자)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구속받지 
않으며, ‘손쉬워진 제작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

데일 도허티(메이크 미디어 설립자)
만드는 활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작방식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만드는 사람’

크리스 앤더슨(Makers 저자)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제품 제작 및 판매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사람, 기업’

데이비드 랭(Zero to Maker 저자)
어디에나 존재하며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사람’

자료 : 메이크올(https://www.makeall.com)

[표 2-1] 메이커에 대한 다양한 정의

1) 2005년 창간된 메이크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이 언급되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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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커의 특징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메이커는 ‘새로 쉬워진 제작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장

‐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만들기(making)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

‐ 함께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

◦ 대중화된 디지털 제작도구 사용에 익숙

‐ 3D 프린터, CNC, 전기전자, 로보틱스 등 디지털 제작도구를 메이커 활동에 적극 활용

‐ 개인의 취미활동이었던 DIY에서 발전하여 IoT, ICT 기술과 접목해 보다 전문적인 제조 

활동으로 확장

‐ 디지털 제작도구와 기술의 발달로 제조 가능한 제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완성도가 

향상

◦ 활발한 공유와 협업으로 만들기를 수행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 및 교류에 능숙

‐ 협업에 익숙하고 협업 효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

‐ 기술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해커 윤리2)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3)

‐ 만들기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

2) 해커윤리는 1960년대 MIT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머와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발생. 해커들은 누구나 정보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기술과 정보의 민주화를 추구. 향후 자유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으로 이어졌으며, 이 
운동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GNU와 리눅스(Linux)가 배포됨. 해커윤리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1) 모든 정보는 
무료여야 하며 2) 학력, 지위, 젠더 등 외부 요소가 아닌 해킹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3)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바꿔주고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

3) 메이커들은 자신들이 타인의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아 자신의 만들기를 하였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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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메이커 운동이란

1) 메이커 운동의 의미

◦ 메이커 운동은 메이커들이 일상에서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

고 공유하려는 경향

◦ 만들기에서 소외되었던 대중들이 기술발달과 공유 문화 확산으로 생산 수단을 사용할 수 있

게 됨으로서 활성화 된 문화

‐ 대중들은 기술발달과 공유 문화 확산으로 메이커로 활동

‐ 메이커들은 메이킹 공간이나 집에서 제작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공유

‐ 공유된 지식들은 다시 다른 메이커들의 생산 활동에 기여

◦ 기존의 만들기 문화에 새로운 제작 도구, 기술, 인터넷의 발달 등이 융합하여 메이커 운동을 

형성

‐ 메이커 운동은 기존 존재하던 DIY 문화, 차고 문화와 연결

‐ 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메이커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

‐ 메이커의 범주가 제조업 종사자, 메이킹 전문가 등 기존 범주에서 일반 대중까지 확장 

‐ 제작 기술의 대중화, 교류, 협력 증대에 의해 스스로 물건을 제작하는 메이커 운동 전개

◦ 메이커 운동은 메이커들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제조 창업 

활동과 제조업 혁신을 촉진

◦ 기존에 존재하던 미국의 만들기 문화를 배경으로 2000년 초 발생

‐ 2005년 데일 도허티는 컴퓨터, 전자기술, 로봇,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메이킹 프로

젝트를 소개하는 메이크 매거진 창간

‐ 2006년 캘리포니아에서 메이커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메이커 페

어4)가 처음으로 개최

4) 메이커 페어는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개최. 연 220회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메이커 
페어 서울이 2012년 처음 개최한 이후 2018년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 메이커 페어는 주최 단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플
러그쉽 메이커 페어, 피쳐드 메이커 페어, 미니 메이커 페어)로 분류되며 대부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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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메이크올(https://www.makeall.com)

[그림 2-1] 메이커 운동의 개념과 의미

2) 메이커 운동의 등장배경

(1) 만들기가 쉬워지도록 제조 환경이 변화

◦ 대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만들기 욕구가 발현되기 쉽도록 환경 조성

‐ 제작도구·재료의 구매 및 이용비용 절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기를 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

◦ 여가시간의 증가로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제작도구의 조작법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간편해졌고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빨라짐

◦ 제작 방법, 도구, 정보, 지식의 공유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품 제작 가능

(2) 공유 문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 오픈소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문화 조성

‐ 해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들은 오픈소스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 형성

‐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제작에 필요한 회로도 등 관련 자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쉽고 빠르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기술에 대한 저작권이 없고 재료 및 개발 자료가 오픈되어 있어 

개발 및 생산 비용을 절감

‐ 정보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장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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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의 공유 커뮤니티 조직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커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만들기에 지식을 나누고 

조언과 협업을 제공

‐ 메이커 페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서밋5), 메이커 스페이스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메이

커들은 노하우를 교환하고 협업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 개발 추진

◦ 공공과 민간의 메이커 스페이스 증가로 개인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개인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세스 구축

‐ 메이커들 간의 공유 및 협력의 증가로 커뮤니티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춤

기본 정신 내용

만들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들고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물건을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에,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영혼의 조각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나누라
만든 물건, 만드는 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메이커에게 온전한 충족감을 
선사하는 일이다. 만들기만 하고 나누지 않을 수 없다.

주라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만큼 이타적이고 만족스러운 행위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건에 자신의 일부를 담기에, 그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만든 이의 영혼이 담긴 물건은 누군가에게 전해져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된다.

배우라

만들려면 배워야한다. 만들기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야한다. 만드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솜씨가 서툴든 뛰어나든, 늘 배울 것이고 배우고 싶을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재료, 프로세스를 
배우려고 애쓸 것이다. 평생 학습의 길을 터놓으면, 풍부하고 보람한 만들기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도구를 갖추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구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알아놓자.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신 도구는 그 어느 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며 강력하다.

가지고 놀라
노는 기분으로 즐겁게 만들다 보면, 놀랍고 흥미로우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발견에 이를 
것이다.

참여하라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여 만들기의 재미에 눈 뜬 사람들에게 손을 뻗자. 커뮤니티 내의 다른 
메이커들과 함께 세미나, 파티, 이벤트, 메이커의 날, 페어, 엑스포, 강의를 개최하고 저녁 
모임을 가지자.

후원하라
메이커 운동도 운동이므로 심리적, 지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후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책임이 있다.

변화하라
메이커로 성장하는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변화를 받아들이자. 만들기는 인간의 
본성이므로, 여러분 역시 만들기를 통해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료 : 메이커 운동 선언(2014)

[표 2-2] 메이커 운동 선언문

5) 오픈소스 하드웨어 서밋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관련 세계 최초 종합 컨퍼런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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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등장

◦ 크라우드 펀딩

‐ 킥스타터, MFC.com6) 등

‐ 크라우드 펀딩은 공개적인 펀딩으로 메이커가 만들어낸 제품을 잠재적 소비자들과 직

접 연결시키는 역할 수행

‐ 자금이 필요한 제품에 초기 고객들이 자금과 제품 기능, 마케팅 등을 도와 제품의 시

장성 및 완성도를 향상

‐ 스마트 워치인 페블 등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성공 사례

[그림 2-2]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메이커 제품 펀딩 성공 사례(좌 : 페블, 우 : 세이프 캐스트)

3)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 배경

(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

‐ 기존 생산양식과 경영방식, 시장법칙 등 산업 전반에서 변화 발생

‐ 고객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성과 편리성을 추구

‐ 산업 상품사슬 과정에서 연계성과 개방성의 가치가 중시

◦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편화

‐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등장

‐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

로 제작하고 상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제조 생산방식 발전

6) 세계에서 가장 큰 주문 거래소. 메이커들은 사이트에 CAD파일을 올려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제조업자를 선택하여 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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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삼성SDI 칼럼 ‘4차산업혁명과 배터리’(https://www.samsungsdi.co.kr/column/all/detail/55161.html)

[그림 2-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신기술 개념 특징

빅데이터
·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방대하고 다양하여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 유통, 금융, 제조, 의료, 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증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행동, 요구 등을 
예측, 대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 생산력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

인공지능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성을 갖춘 시스템 
또는 인공적인 지능

·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 및 기술

·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
· 무인자동차, 인공지능컴퓨터 등
·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IoT
· 사물과 인간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

· 제조업의 생산분야에 도입되어 인더스트리 
4.0(독일), 스마트팩토리 등의 개념 구현

· 생산공정과 공급체인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

3D프린팅
· 3차원으로 디지털화 된 제품을 연속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인쇄하는 기술 
· 기존 제조공정 단계를 단축
·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제조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
·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휴대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작업 및 데이터를 
장소 제한 없이 구동하는 기술

· 다양한 빅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접근
· 빠른 디지털 기술 변화에 신속한 대응
· 데이터 보호에 용이

자료 :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2016)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표 2-3]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디지털 신기술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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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융합 활성화

‐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술 등이 산업에서 보다 중시되면서 새로운 제품 생산 기준

이 발생하고 고객들의 새로운 제품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

‐ 고객의 요구를 달성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 융합 발생

‐ 친환경 자동차, 노인 보조로봇,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

◦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주기가 단축

‐ 혁신 경제 체제 하에서 기술의 변화 주기가 단축 

‐ 급격한 기술 변화가 적용되고 새로운 제품의 등장이 빠르게 반복되는 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지기 어려워지고 끊임없이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 혁신을 반복

(2) 저성장 기조의 확산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며 장

기침체 지속

‐ 세계 경제성장률을 주도하는 중국, 인도 등의 성장률 하락

‐ 경제성장 둔화,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따른 각 국의 고용 상황 악화 

◦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을 반영하여 경제 질서 재정립

◦ 저성장의 원인

‐ 일본의 경기침체, 서구의 재정위기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 축소

‐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 발달로 고용 창출이 감소7)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의 부담 증가

◦ 환경문제 등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한 부담 증가

‐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로 비용 부담 증가

‐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발생 

7) 자동화, 기술혁신, 공정단계 축소 등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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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구조 변화

◦ 인공지능, 3D프린팅,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실제 산업구조에 적용

‐ 기존 일자리의 소멸 및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

‐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소멸되는 일자리의 수에 비해 적어 전체적으로 일자리 감

소 전망  

◦ 대체가능한 단순 기술보다 창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교육·훈련 직종에 집중

할 필요성 증가

‐ 텔레마케터, 운전기사, 법무사 등의 직종은 로봇 등 신기술로 향후 대체되거나 사라질 

전망

‐ 창조력,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분야와 같이 대체가 어려운 직종에 대한 관심 증가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시장 개척

‐ 인구통계적 특성, 계층, 문화, 경험 등의 변화(1인가구, 혼밥, 혼술 등)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매와 소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발생

‐ 여유, 느림의 가치 중시(유기농, 스몰, 셀프, 친환경, 한달 살기 등)

‐ 정보,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 지향

◦ 새로운 기술,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증가

‐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제품 수정

‐ 누구나 수정·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크롬, 카카오톡, 알집 등)와 하드웨

어(아두이노 등) 개발 및 제공 

‐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양방향으로 소통

‐ 기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업체, 스타트업에게 대안 방식으로 기능

‐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프로젝트의 수준을 향상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

전시키거나 더 나은 제품 개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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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이커 운동의 특징

◦ 국내 메이커 운동은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형성된 메이커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

되며 운영이 이루어짐

‐ 2010년 해커스페이스 서울이 오픈되고 팹랩, 오픈크리에이터 등 소수의 메이커공간이 

운영

‐ 메이커 페어 등 민간 메이커 행사와 정부 주도의 메이커 사업이 실행되면서 2013년 

국립과천과학관에 ‘무한상상실 1호’를 비롯한 메이커 운동 진행

‐ 4차산업혁명과 함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메이커 운동 사업

이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주로 온라인 중심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

‐ 서울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운영시설이 증가하고 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협

업을 통해 다양한 메이킹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의 자립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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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메이커 스페이스란

1) 메이커 스페이스 정의

◦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센터, 또는 작업 공간

◦ 메이커들이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춰놓은 장소

‐ CNC, 3D프린터, 레이저커터, 3D스캐너 등 디지털 제작도구와 망치, 선반 등

‐ 전통적인 작업도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구비한 도구는 차이가 있음

◦ 무엇이든 직접 만들고 만드는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는 메이커 운동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단순히 장비와 도구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주 들락거리며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들이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운동의 

한 축인 ‘공유’를 실현하는 장소를 제공

2)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1) 해커스페이스 

◦ 현황

‐ 1995년 독일에 세워진 c-base가 기원으로 오스트리아 Meta Lab, 뉴욕의 HacDC, 

노이즈 브릿지 등이 포함

‐ 전자,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동 작업 공간으로 시작

‐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작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활동을 공유하는 공

방이나 연구소를 의미

‐ 운영비 마련을 위해 공간 공유, 제작 도구 활용법 교육, 워크샵 등을 진행

‐ 최신 기술을 포함하여 수공예, 목공 등의 요소를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

◦ 특징

‐ 개인의 회비로 공간과 장비를 마련해 운영하는 회원제 소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 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회원·지역 커뮤니티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장비와 설비

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 고유의 장비와 설비를 구비

‐ 우리나라의 해커스페이스로는 릴리쿰,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용도변경 등이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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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커뮤니티가 없는 상황에서 개방형 제조 공간이 먼저 생긴 경우가 많아 상대적

으로 활동이 미약한 수준

(2) 팹랩

◦ 현황

‐ ‘제작 실험실(FabricationLaboratory)’의 약자로 디지털기기, SW, 3D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하여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송위진·안형준, 2012)

‐ 2002년 MIT 닐 거센필드 교수가 기술공유의 중요성과 일반인들의 제작 공간 에 대

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설립

‐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120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되어 운영

◦ 특징

‐ 2009년 팹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장비, 공간 운영방법을 체계화하고 구체

화하여 공유

‐ 도구와 공간이 규격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며 펩 아카데미라는 공동 교육과정을 진행

‐ 목적에 따라 공공형, 교육형, 산업형으로 구분

유형 특징

공공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만들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
매주 2~3회 시민들에게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open day’를 운영
공공기관이나 개인 자본으로 설립되고 운영
ex) Fab Lab Amsterdam(네덜란드)

교육형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학교 관계자에 의해서 주로 운영
학교 투자금과 외부 지원비로 운영됨
무료나 낮은 사용료로 운영
ex) Barcelona Fab(스페인)

산업형

설립 시에 공공기관에 지원을 받기도 하나, 차후에는 독립적으로 예산 운영
빠른 시제품 제작과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특성화
유료로 장비, 공간, 기술지원, 창업 및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
ex) Fab Lab Manchester(영국)

자료 : 송위진·안형준(2012) 참고 정리

[표 2-4] 팹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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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숍

◦ 현황

‐ 미국 최초의 오픈소스 기반 워크숍으로 프로토 타입의 제품을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

‐ 2006년 실리콘밸리에서 1호점이 창업하여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 2017년 11월 건설비용 상승 등 자금 부족 문제로 사업 종료 및 미국 전역의 테크숍 

공간 폐쇄

‐ 2018년 테크숍 2.0이란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재오픈

◦ 특징

‐ 자체 공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다품종 소량생산을 원하는 회사, 최첨단 

시설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연구 및 제조설비, 소프트웨어, 작업공간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회원제로 운영하고 도구 사용 교육을 통해 장비를 제공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입주 업체들에게 창업 지원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https://koreancontent.kr)

[그림 2-4] 테크숍 작업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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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한상상실

◦  현황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개관한 공공 메이커 스페이스

‐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간을 목적으로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학교 

등 시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국에 21개의 시설 운영

‐ 메이커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품 등을 실험·제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특징

‐ 무한상상실은 크게 4가지 유형8)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춘 공간 운영 추진

‐ 국내 메이커 커뮤니티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간만 조성되어 사용

률이 저조한 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만들기 문화는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노출

자료 : 국립중앙과학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hsangsang)

[그림 2-5]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전경

8) 무한상상실 유형 : ① 공방·실험 형 상상과학 교실: 전문가의 도움 아래 시민들이 시제품을 제작 ② R&D 연계 형 아이디어클럽: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과제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공간 ③ 스토리텔링 클럽: 과학기술 기반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 ④ 청년 아이디어 
클럽: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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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외 메이커 운동 모습

1 ∙ 해외 메이커 운동 현황

1) 미국 메이커 운동

(1) 취미활동과 문화를 기반으로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성장

◦ 주도적인 메이커 활동 인력 증가

‐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자신을 메이커로 인식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 메이커 페어의 급성장(2009년 대비 2014년 62% 성장)

‐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잡지, 교육,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 

(2) 민·관 협력 형태로 인프라 구축과 메이커 운동 확산 추진

◦ 미국은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실현되는 메이커 국가를 목표로 공공 및 민관이 협력하여 메이

커 인프라 구축 및 운동 확산

‐ 2014년 오바마 정부는 메이커 운동을 미국의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원동력으로 제시

‐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교 등에 메이커 공간을 설립하고 교육을 추진

◦ ‘국민의 혁신성 유인 전략’9)의 하나로 메이커 운동을 촉진

‐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기대

◦ 제조업의 혁신과 부활을 목표로 민·관 협력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 이를 위해 첨단제조 파트너쉽(AMP)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지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등 산학협력 기반 공간을 구축

‐ 3D프린팅, 센서 등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치

9) 국민의 혁신성 유인 전략은 크게 민·관 협력 인프라 구축 등의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와 혁신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간 혁신활동 
촉진, 크라우드 소싱, 시민참여, 제작 등과 같은 국민의 혁신성 유인으로 구성



03 국내·외 메이커 운동 모습 25

◦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추진

‐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코딩 등 메이커 교육 지원

‐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해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3) 만들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운동의 확산

◦ 만들기 전문 잡지인 ‘메이크(MAKE)’는 메이커 페어를 개최하여 메이커 운동 확산을 주도 

‐ 2005년 처음 메이커라는 용어 소개

‐ 2006년 메이커 페어를 개최하여 현재 45개국에서 연 220회 이상 진행10) 

‐ 메이크는 메이커 페어 외에도 관련 행사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메이커 운동 활

성화를 주도적으로 진행 

◦ 직접 만들어 보는 DIY, 차고 문화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제품 개발

로 연결

‐ 미국의 만들기 문화와 개인의 만들기 활동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 성

장환경을 생성

‐ 기존의 한정된 제작 환경이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새로운 도구 활용을 통해 새

로운 제작 환경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만들기 분야를 창출

◦ 메이커 생태계의 산업화

‐ 새로운 재료, 저렴해진 만들기 비용으로 새로운 메이커의 유입 및 증가

‐ 다양한 메이커 창업 사례가 등장하여 기업 형태로 성장

‐ 메이커의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 거

래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

10) 한국의 경우 메이커 패어 서울이 2012년 처음 개최되어 2019년 현재 8회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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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메이커 운동

◦ 중국의 메이커 운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

‐ 공장형 제조기업, 하드웨어 판매업체, 창업공간, 커뮤니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심천, 

상하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메이커 운동 성장

‐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 생태계가 형성

‐ 대형 제조업체는 메이커들의 자금 조달, 제품 제작, 제품 경연 및 개선 네트워크, 시

장개척 등을 지원

‐ 대형 제조업체들과 메이커들이 연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설립과 제품 개발추진(’16년 

기준 100여 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립된 것으로 추산)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그림 3-1] 중국 메이커 스페이스의 증가 현황 

◦ 모방 문화와 혁신인재(촹커(創客)) 육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운동 성장

‐ 모방을 통해 제품을 복제·제작하던 문화가 모방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공장, 판매업자, 

디자인업체, 부품 제조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

‐ 모방을 바탕으로 공유와 창조, 혁신을 강조하는 모방 문화는 메이커 운동의 기반으로 

성장

‐ 3D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도구의 보급으로 메이커들의 만들기 기회가 증가

‐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 및 촹커(創客) 육성 정책, 창업 열풍과 맞물려 메이커 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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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혁신 성장의 기회로 메이커 운동을 인식하며 전폭적인 지원 추진

‐ 혁신 성장 거점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정부 주도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시장화, 전문화, 제도적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지원 플랫폼

‐ 혁신성장의 엔진으로 메이커를 강조하며 메이커 스페이스 설립 및 보조금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창업과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를 창업, 혁신, 창의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메이커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활용

‐ 제조업체들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품 혁신 및 아이디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메이커들과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추진

‐ 정부보다 민간 메이커 집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아이디어를 프로토

타입으로 제작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생태계가 형성

[그림 3-2] 중국 촹커(좌)와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우)

3) 일본 메이커 운동

◦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메이커 네트워크 활성화

‐ 아키하바라는 메이커를 위한 창작 공간 운영(DMM.메이크 아키바) 

‐ 시제품 제작, 생산, 법인 등기, 사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

랫폼 제공

‐ 로봇,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합하여 디지털 메이킹 외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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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지역 특화 제품 개발,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운영,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정부는 메이커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육 및 ICT 보급에 주력

‐ 스마트 재팬 ICT 전략(2014)을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도쿄국립과학관은 메이커 페어를 공동 주최

[그림 3-3] 일본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DMM 메이크 아키바) 

4) 유럽 메이커 운동

◦ 커뮤니티 중심의 사용자 주도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 독일 베를린에서 메이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하는 최초

의 공간 설립(해커스페이스)

‐ ‘사용자 중심’, ‘함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실생활 활용성을 강조하는 제품 생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리빙랩)

‐ 청년 직업교육 과정 일환으로 제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포멀랩)

‐ 메이킹에 필요한 장비를 트레일러에 설치하여 이동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모바일 팹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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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대학 도서관 등에서 3D프린팅 워크숍, 교육, 협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면서 민간과의 

연계 강화

‐ 영국,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유럽 주

요국이 ICT 교육 적극 추진

‐ 도서관과 대학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교육과 메이커 활동 지원 

‐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성인까지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진행

‐ 국가별로 Code Week 프로젝트를 통해 초보자부터 숙련된 프로그래머까지 참여하는 

코딩 수업 진행

[그림 3-4] 유럽의 메이커 운동 모습(쾰른도서관(우상), 모바일팹랩(좌상), 유럽 코드위크(code week) 홈페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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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메이커 운동 현황

1) 메이커 운동 현황

◦ 민간에서 자력으로 꾸준히 메이커 운동을 지속하려는 움직임

‐ 예술,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

‐ 메이커 페어 서울 등 관련 행사를 통해 활동 확산

‐ 커뮤니티,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활동

‐ 메이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 움직임은 미흡

[그림 3-5] 국내 메이커 커뮤니티 모습

◦ 공공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장비 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 여러 명칭으로 운영 및 지원

‐ 운영의 경직성, 전문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미흡

‐ 서울을 중심으로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

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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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메이커 스페이스(무한상상실)

2) 메이커 운동 기존 연구 및 정책

(1) 과학창의재단

◦ 과학창의재단은 메이커 운동의 등장배경과 국내·외 메이커 운동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메이커 기반의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 메이커 운동 등장 배경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모든 산업에서 기존의 생산 및 경영방식, 시장 모습 

등의 변화 발생

‐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확산

‐ 일자리 구조 변화

‐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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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배경 현상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

· 제조업도 신기술에 의해 연결성이 확대되고 맞춤형, 상호연계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혁신 속도는 가속화되고 산업 간· 산업 내 융합이 보편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
· IT, 자동화 기술 발달이 고용없는 성장을 유발하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및 복지부담 발생
·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부담 증가

일자리 구조 변화
· 4차산업혁명이 산업 및 일자리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로봇이 인간을 대체

소비자 수요 변화·
새로운 시장 등장

· 크라우드 펀딩, 오픈소스 SW, 적정기술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장과 신시장 창출

자료 : 과학창의재단(2016)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표 3-1] 메이커 운동의 등장 배경

◦ 메이커 운동 현황

‐ 해외 메이커 운동

 · 해외 메이커 운동은 창조, 공유, 혁신 등을 핵심 개념으로 운동의 확산

 · 창의·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공공은 적극적으로 메이커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은 메이

커 교육을 수행

 · 공공의 창업 지원을 기반으로 메이커들을 위한 민간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구축

 · 민간 주도의 메이커 인프라 형성과 공공 지원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특성화 진행

‐ 국내 메이커 운동

 · 메이커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공감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메이커 문화 확산과 연결 필요

 ·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도구 및 전문 교육 인력 확보 필요

 · 메이커 현장 상황을 고려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필요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체계, 홍보·판로 지원 미흡

 · 공공 주도로 양적 확산을 이룬 메이커 스페이스의 실질적 활용 한계

 ·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공공 지원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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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기반 창업 생태계에 대한 현황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창업 활성화 정책제언

‐ 메이커 문화 조성: 아이디어 발굴 및 정보공유 생태계 조성

‐ 메이커 교류 협력 활성화

‐ 메이커 창업교육 환경구축 및 강화

‐ 메이커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 메이커 창업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 메이커 창업과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 

◦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메이커 창업 활성화 환경 

구축 제안

(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11)을 추진

‐ 국민 누구나 쉽게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공간을 조성

‐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5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사업 진행(2018년 65개소)

‐ 기능에 따라 일반형, 전문형, 특화형으로 구분하여 메이커 교육, 창작활동, 창업 및 사

업화 지원

‐ 장비 구입 및 공간 구축·운영에 2~20억 원 내외 지원

‐ 마포구는 글룩이 특화랩으로 선정되고 릴리쿰과 소셜팩토리메이커스가 일반랩으로 선정

11)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기반으로 스페이스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지역별․분야별 스페이스 간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메이커 협업모델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선정하여 공간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 일반랩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관 당 2억 원 내외의 공간·장비 구축 및 운영비용을 지원. 전문랩은 
20여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전문 메이커의 시제품 제작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초도물량 양산 및 제조창업을 지원. 
일반랩 중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역 거점 역할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특화랩으로 선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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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기관명 주요 지원내용

전문형
(3개)

1 경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시제품 
생산, 사업화 검증 등 제조창업 지원

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 기반 제조혁신형 메이커 창업 
프로그램 운영

3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ICT분야 스마트 제조혁신 창업․사업화 
지원

일반형
(54개)

4

서울
(6)

(주)레어로우
금속가공 설비 구축으로 디자인부터 제품화까지 금속가공 
금속가공 특화 프로그램 운영

5 (주)스페셜아트
발달장애 예술가 창작 활동 운영 및 아티스트 작품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판매 지원

6 글룩*
시제품 제작부터 상품화까지 단계별 컨설팅 제공 및 의료 
시제품분야 특화 스페이스 구축

7 (주)메이커스핸즈
학생·교원 및 메이커 관심 일반인 대상 체험형 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

8 (주)팹브로스
영등포 지역 재료․임가공 업체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금속·철 
관련 메이커 콘텐츠 개발·보급

9 (주)공공공간 패브릭 기반의 생활 창작과 청년 메이커 제작 환경 지원

10

경기
(10)

고양어린이박물관
가족 및 지역 중심으로 박물관 주제를 연계한 테마별 교육으로 
메이커 인재 양성

11 고양시도서관센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에 특화된 창의 융합 체험 
교육프로그램 제공

12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중심의 메이커 공간 지원 및 자유학기제 연계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13 아주대학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H/W, S/W기반 장비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4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첨단과학기술 기반 창작문화 확산과 지역 내 메이커 활동 지원

15 (주)안성천문대 천문학을 테마로 천문 교육 및 교구 제작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16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SW/HW 교육, 자동차 분야 등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전문 메이커로서의 로드맵 제공

17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아두이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8 초등컴퓨팅교사협회
경력단절여성, 청소년 등 대상 메이커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19 동탄중앙이음터센터
청소년의 혁신척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ICT 분야 중심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제공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사업 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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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기관명 주요 지원내용

일반형
(54개)

20

인천
(3)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한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메이커 
프로그램 제공

21 (주)조은에듀테크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메이커 프로그램 
제공

22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세라믹 등 지역특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메이커 프로그램 제공

23

강원
(3)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내 노후공간을 활용 드론, 스마트토이 등 분야 창의융합형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24
(주)디앤에스 
디자인메이커스 연구소

경력단절 여성과 공방창업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여 
메이커 창작문화 확산

25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메이커 장비교육·시제품 
제작을 지원

26
대전
(1)

공생
소외 지역 내 가출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 
프로그램 제공

27

충남
(3)

(주)소나기커뮤니케이션
농촌 청소년, 농민 대상 메이커 교육을 통한 메이커 및 콘텐츠 
제작 능력 강화 지원

28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일반인 및 대학생 대상 체계적인 재료·디자인·기술교육으로 
제품 구현 및 창업활동 지원

29 나사렛대학교
장애인·노인 대상 재활복지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메이커 활동 
지원

30
세종
(1)

(주)포세듀
세종시 구도심 지역 청소년·청년·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메이커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31

충북
(4)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시민 대상 ICT·SW 교육 실시,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스마트팜 
구축 역량 강화

32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음성 지역 내 시니어, 귀농인,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메이커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33 (주)우리문고
사운드북, 애니메이션북 등 문화 콘텐츠 기반 북아트 메이커 
제품 개발 및 네트워킹 지원

34 (주)툰즈
2040 여성 메이커의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쉐어업(Share-Up)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35

대구
(3)

영남이공대학 
산학협력단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기반의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36 대건고등학교
융합 메이커 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및 Art 
메이커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7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패션주얼리특구 지역 인프라 활용 주얼리 분야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38

경북
(3)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39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이동체(드론, 자율주행) 및 
생활디자인(생활제품, 식품) 프로그램 제공

40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농·식품 바이오 특화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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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기관명 주요 지원내용

일반형
(54개)

41

부산
(3)

코딩맘스쿨협동조합
SW 메이커 강사 양성 및 20대 대상 체험형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42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VR·AR·1인 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43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역 광장의 입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국민 대상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제공

44
울산
(2)

울산남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
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디지털장비활용 및 메이커체험연계 
프로그램 운영

45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업현장기술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진로·직업교육이 융합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46

경남
(3)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서관 및 교육시설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운영

47 (주)씨티엔에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니즈를 방영한 DIY 등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48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서관 공간 활용 메이커 문화·교육 확산을 통한 지역 창의융합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49

광주
(3)

(주)쓰리디테크놀로지
광산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한 문화·예술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50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광주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디자인, 목공 등 다양한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운영

51 코끼리협동조합
시민 참여 공간 운영 및 메이커 행사, 네트워킹,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52

전남
(3)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산업을 기반한 생활밀착형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53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제품제작부터 창업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별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54 여수공업고등학교
여수 지역특성(해양, 산업공단)을 고려한 STEAM 교육 특화 
공간 운영

55
전북
(2)

남원용성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공, 로봇 등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6 (주)셈스게임즈
메이커 스페이스 여행자 컨셉으로 디자인&예술 창작 체험 
프로그램과 아티스트 전시 지원

57
제주
(1)

제이디테크 스마트팜 및 IoT 디바이스 제작 교육 제공 및 테스트 환경 제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 글룩은 2018년 일반랩으로 선정된 후 2019년 특화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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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마포구 메이커 운동 관련 주요 활동

(3) 마포구 메이커 운동 관련 활동

◦ 상수빗물펌프장 부지에 청년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메이커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 상수빗물펌프장 부지에 약 159㎡ 규모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포함한 청년전용공간 조성 

◦ 3D프린팅강사협회와 메이커 스페이스 ‘글룩’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 메이커를 위한 교육 

추진

‐ 글룩, 3D프린팅강사협회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

약’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추진

‐ 글룩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활동에 나

설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전략사업 추진

◦ 마포중앙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메이커 관련 교

육 제공

‐ ‘아두이노&3D프린팅 기초’ 등 메이커 교육을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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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 밑바탕에 깔린 문화적 기반, 메이커 활동이 메이커 운동의 지속가능·자생 원동력

‐ 메이커 운동은 문화·취미적 요소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운동

‐ 활동 주체(메이커)의 역할이 메이커 운동과 산업 발전의 핵심

◦ 메이커 운동이 산업화로 발전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 충족 필요

‐ 문화적 기반과 기초적인 메이커 활동이 풀뿌리에서부터 자리잡혀야 사업·비즈니스로 

성장 

‐ 메이커 운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혁신, 인재 육성에 중점 투자하

여 메이커 운동 성장 시도

‐ 메이커 간 네트워킹, 협업 활성화 강조

◦ 대형·하드웨어·인프라 중심으로 메이커 운동 지원

‐ 탑다운 방식으로 메이커 운동의 저변 조성 추진

‐ 지원에 따른 빠른 성과 도출 기대

‐ 메이커 운동 활동 주체, 네트워크, 지역 기반의 소규모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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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포구 메이커 운동 실태 분석

1 ∙ 마포구 메이커 운동 실태 분석 대상 선정

◦ 마포구 메이커 운동 실태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을 선정

‐ 메이커 운동 관련하여 2장에서 제시한 메이커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실태 분석 대상으

로 선정

‐ 마포구 내 주요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동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

‐ 마포구 메이커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마포구 메이커 운동의 현황, 메이커들의 

활동 모습, 메이커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

1) 메이커 스페이스

◦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 중 메이커 페어 등에 꾸준히 참가하고 실제로 활동이 활발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선정

‐ 글룩

‐ 릴리쿰

‐ 소셜팩토리메이커스

‐ 8month

◦ 메이커 스페이스와 별개로 홍익대학교 내에 위치하며 활동하는 (사)3D프린팅강사협회가 마

포구 내에 위치

2) 메이커

◦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메이커를 대상으로 마포구 내 메이

커 활동 현황과 메이커 운동 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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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메이커는 메이커 페어 참여 경험, 외부 인지도, 메이커 스페이스나 메이커 

관련 커뮤니티 운영 경험을 가진 메이커를 선정하여 조사 진행

‐ 선정된 메이커를 대상으로 인터뷰, 면담 등을 통해 마포구의 메이커 운동 여건과 메이

커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

‐ 마포구의 메이커 운동 현황, 메이커로서 활동 모습, 메이커 활동에서의 애로사항, 공

공에 바라는 점 등

[그림 4-1] 마포구 주요 메이커 스페이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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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행 대상 메이커 활동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메이커 관련 강연 및 교육 활동
세운협업지원센터 활동
메이커 페어 서울 매년 참여

망원 거주 및 활동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메이커 페어 서울 매년 참여성산 거주 및 활동

□□□ 메이커 네트워크 운영
과학문화공간 운영연남 거주 및 활동

☆☆☆ 작가, 예술가
메이커 스페이스 내 공간을 대여하여 작품 활동홍대 거주 및 활동

[표 4-1] 마포구 내 주요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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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포구 메이커 운동 현황

1)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집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 어려움

‐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 제공 사이트인 메이크올(과학창의재단 운영)에 따르면 서

울시 74개의 메이커 스페이스 중 마포구에 총 8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입지

‐ 메이커 스페이스 대부분은 메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홍대, 망원, 합정을 중심으로 입지

◦ 마포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특화랩 1개소(글룩), 일반랩 2개소(소셜팩토리메이커

스, 릴리쿰)를 보유

‐ 글룩 : 의료 시제품분야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시제품 제작부터 상품화까지 단

계별 컨설팅 제공

‐ 소셜팩토리메이커스 : 디자인 공예 분야 메이커 활동,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서울 자치구 메이커 스페이스 수 서울 자치구 메이커 스페이스 수

종로구 5 마포구 8

중구 4 양천구 0

용산구 4 강서구 2

성동구 4 구로구 2

광진구 2 금천구 5

동대문구 1 영등포구 7

중랑구 2 동작구 1

성북구 3 관악구 4

강북구 0 서초구 5

도봉구 0 강남구 5

노원구 4 송파구 3

은평구 1 강동구 0

서대문구 2 총계 74

자료 : 메이크올(https://www.makeall.com)

[표 4-2] 서울시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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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룩 소셜팩토리 릴리쿰

[그림 4-2] 마포구 내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특화랩과 일반랩 외 나머지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스페이스 기능 미약

‐ ① 8month, ② makers square, ③ 슈퍼쓰리디엠, ④ 디자인놀이터, ⑤ d.playlab

‐ 개인 또는 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으로 운영하거나 제품 의뢰를 받아 제

작하는 형태로 운영

‐ 메이커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고유 기능 

상실

[그림 4-3] 마포구 내 메이커 스페이스 모습(중소벤처기업부 미선정)

◦ 메이커 스페이스의 형태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 간단한 수공예 공방 형태부터 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형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메

이커 스페이스 운영

‐ 대부분은 수공예 공방에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구비하여 활용하는 수준으로 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의 주요 활동

‐ 작가들과 계약을 통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운영 및 작품 활동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도구 대여 및 공구, 재료 판매

‐ 메이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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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커 현황

(1) 활동 특성

◦ 메이커 스페이스를 포함한 작업실 형태의 공간에서 만들기 활동 수행

‐ 공동 프로젝트나 팀 형태로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기보다 주로 개인 작품 활동이 다수

‐ 팀원들의 스케줄 조정, 개인 작업 활동으로 프로젝트 협업 시간이 부족, 개인 작품 욕

구 등의 이유로 개인 작품 활동 선호

◦ 여러 이유로 메이커 스페이스보다 개인 작업실에서의 만들기 작업을 선호

‐ 주변에 메이커 스페이스의 부재

‐ 자신이 작업실을 마련하여 만들기를 한 시점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생겨난 시기보다 우선

‐ 현재 직업이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이미 개인 작업실을 보유

◦ 메이커 공동체 내 소통에 적극적

‐ 스스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탐색

‐ 주변의 메이커들과 커뮤니티를 끊임없이 구성

‐ 메이커 페어를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구축

‐ 파티, 소모임 등의 친목모임 등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 간에는 자주 접촉

◦ 메이크 페어 참여에 적극적

‐ 메이크 페어는 메이커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가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장점 보유

◦ 메이커 전체를 포괄하는 소통 플랫폼, 네트워크의 부재

‐ 네트워크, 소통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 부재

‐ 이미 카테고리 별 활성화 된 커뮤니티, 소통 플랫폼이 존재

(2) 메이커 정책에 대한 시각

◦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의 지원 방식에 대해 부정적

‐ 메이커 스페이스는 최신 작업도구, 공간의 크기보다 접근성이 중요

‐ 인프라·하드웨어 지원 보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접근 필요

‐ 작품, 제작물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활성화 지원 정책 효과를 얻으려면 정책 접근 방향의 변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메이커 운동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기에 문화·산업·사회적 기반이 미성숙

‐ 메이커 운동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의 접근 필요

‐ 우선 메이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메이커 간 신뢰 형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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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필요

‐ 성공·결과 뿐만 아니라 실패·과정에 대한 인식 개선

‐ 방과 후, 퇴근 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코딩, 디지털 도구 사용 교육을 넘어 목표 지향적, 과제 해결형 메이커 교육 필요

◦ 메이커 교육 방향 전환과 교육 방식 변화 강조

‐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제품 분해하는 교육을 포함시켜 메이커 육성 기반 마련

이 필요

‐ 메이커 활동이나 행사 참여에 지원하는 대상에 지역활동 메이커, 학교 동아리 등을 포

함하여 지원 필요

‐ 학생·청소년에게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

3) 자문회의

◦ 메이커, 전문가, 관련 종사자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메이커 운동 분석 및 방향 설정

◦ 주요 내용

‐ 자치구 수준의 메이커 운동 정책 방향

‐ 메이커 운동의 특성  

‐ 정책 제시 과정에서 고려사항

◦ 자문회의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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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 종합

◦ 우리나라 특유의 메이커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메이커 운동 정책의 방향을 개선할 필요

‐ 공공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메이커 운동 주도 

‐ A/S 의존 문화가 강해 창고문화가 조성되기 어려움

‐ 메이커 분야 별 개방성이 부족

◦ 메이커 운동의 산업화는 중앙을 중심으로 고도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

‐ 메이커 분야에 산업 메시지와 문화 메시지를 구분하여 전달할 필요

‐ 메이커를 통한 산업 성장, 창업·일자리 창출은 지자체보다 서울시,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

◦ 자치구 메이커 운동 정책은 생활 밀착형, 지역 기반형 저변 확대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왔지만, 운영에 대한 고민이 부족

‐ 시설 난립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하향평준화에 일조

‐ 지자체가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대부분을 일반랩으로 전환할 필요

‐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전문 운영 인력을 고용 등 소프트웨어 지원 방식이 바람직

◦ 네트워킹과 멤버쉽의 강화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원하고 이들 메이커 스페이스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무엇인가 만들거나 궁금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DB구축 필요

‐ 메이커 스페이스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메이커 스페이스가 양질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콘텐츠 중심의 개선을 통해 메이커에게 효용 가치

를 제공할 필요

‐ 메이커 스페이스의 질적 레벨업이 필요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네트워킹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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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마포구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1 ∙ 정책 방향 설정

1) SWOT 분석

◦ 마포구의 메이커 활동 현황, 지자체의 의지, 지역 여건, 메이커 운동 트렌드 등을 바탕으로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과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실시

‐ 마포구 메이커 운동 관련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각각 정리

‐ 4가지 요인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 수립

(1) 강점요인(Strength)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활동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

‐ 홍대를 중심으로 메이커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예술, 디자인, 공학 분야의 활동가 보유

◦ 메이커 관련 전문기술의 교육 여건 양호

‐ 3D프린팅강사협회 등

‐ 메이커 운동 관련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메이커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가능

‐ 문화비축기지, 청년전용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등 메이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

라 보유

◦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보유(글룩)

◦ 메이커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실과 공방 입지

◦ 디지털 도구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양호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활용 가능한 주민들이 많아 메이커 운동에 대한 

사업 추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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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점요인(Weakness)

◦ 높은 임대료

‐ 마포구의 지역 발전, 높은 잠재가능성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는 메이커 운동을 위한 공

간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

◦ 제품의 전시 및 판매 활로 부족

◦ 메이커 스페이스의 업체운영능력 부족

‐ 재정, 인력, 업무여건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 운영 능력도 부족

◦ 메이커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부재

◦ 만들기에 대한 교육활동 부족

◦ 만들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재

(3) 기회요인(Opportunity)

◦ 지자체 추진 의지

‐ MOU체결 등, 상수빗물펌프장 청년지원공간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공유, 만들기 도구의 확대, 만들기 용이성 개선, 맞춤형 제조, 다품종 소량생산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새로운 시장 발생, 만들기 문화의 대중화

(4) 위협요인(Threat)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경제불황·저성장 기조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

‐ 저성장 추세에 따른 경제 불황

◦ 일자리 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메이커 운동 성장 속도에 뒤쳐지는 정책 및 법·제도

‐ 기존의 전통 산업을 위한 법·규제는 기술 발전, 메이커 운동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창

업, 일자리 창출 기회의 걸림돌로 작용

◦ 인접 지역과의 경쟁

‐ 세운, 성수 등 주변 지역과 경쟁, 중복 투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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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마포구 메이커 운동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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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커 운동 내 마포구의 역할

◦ 메이커의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지원자(Favorer) 

‐ 마포구 메이커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메이커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역할 수행

‐ 메이커 스페이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추구

‐ 메이커 활동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방안 모색

◦ 메이커 역량 확보를 위한 촉진자(Accelerator) 

‐ 메이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메이커 산업 역량 강화 추구

‐ 창업·비즈니스화를 목표로 하는 예비 메이커 창업자의 스타트업 및 사업체 육성을 위

한 지원

◦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Supporter) 

‐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메이커 교육 확대, 역량 강화, 저변 확장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방식 추구

‐ 메이커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 향상을 위해 콘테스트, 아이디어 현실화 등의 

전략 추구

[그림 5-2] 메이커 운동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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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 정책 방향 도출

◦ 마포구 메이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메이커와 메이커 스페이스가 메이커 운동 활성화 방안의 

주요 대상

‐ 메이커 관련 자생가능한 생태계 조성, 일자리 발굴 및 창업·비즈니스 기회 확대, 메이

커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관심 증대 등과 관련한 마포구의 역할 제안

‐ 메이커 운동 내 마포구의 역할과 메이커 현장 여건, 메이커 운동 트렌드 등을 바탕으

로 마포구 메이커 운동 정책의 차별화 방향 설정

◦ 마포구 메이커 운동의 정책 차별성을 고려한 3개의 정책 추진 방향 도출

‐ 메이커 운동 지원

‐ 메이커 운동 촉진

‐ 메이커 운동 확산

[그림 5-3] 마포구 메이커 운동 정책 차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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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과제 제안

1) 정책 방향별 추진 과제 도출

◦ 메이커 운동 지원 정책

‐ 메이커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 자

료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사업 추진

‐ 메이커의 만들기 공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지원 확대

‐ 메이커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용 지원 사업, 공구 대여 및 재활용품 소개 

사업, 전문가 연결 사업 등을 추진

‐ 메이커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만들기 공간 제공 및 메이커·메이커 스페

이스의 활동 기반 마련

◦ 메이커 운동 촉진 정책

‐ 자생력이 떨어지는 메이커들의 창업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비즈니스 서비

스 지원 추진

‐ 메이커들이 제작한 상품의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 

홍보 기회 마련

‐ 선도적인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업체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비즈

니스 모델의 공유

‐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관련 업체의 운영 기반 마련 및 사업 경쟁력 개선 기회를 마

련하여 메이커 생태계의 역량 강화 도모

◦ 메이커 운동 확산 정책

‐ 주민들의 메이커 운동 관심을 증대하고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켜 메이커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양질의 메이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별, 만들기 목적에 

맞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메이커 역량을 높이기 위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 및 현장 

적용 추진

‐ 마포구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용도 향상 및 주민들의 메이커 역량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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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메이커 운동 활성화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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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과제

(1) 1-1. 마포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 DB 구축

◦ 필요성

‐ 메이커·메이커 스페이스의 효과적 활용과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필요

‐ 마포구 메이커 및 메이커 스페이스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확보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0~(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주요 과업 내용

‐ 마포구 소재 메이커,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조사

⦁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메이크올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업체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되는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조사

⦁ 메이커 스페이스의 공간 규모, 보유 장비·도구, 운영주체, 운영시간, 활동 경력 및 형

태 등을 조사하여 정리

⦁ 메이커의 경우 마포구에 거주 또는 마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메이커를 대상으로 

활동 경력, 분야, 활동 방식 등을 조사·정리

‐ 지속적으로 관내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관리

⦁ 추후 메이커 관련 사업 및 구정·정책 추진에 활용

‐ 만들기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메이커 네비게이션(가칭) 추진

⦁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메이커 관련 정보 제공

⦁ 만들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필요 장비를 갖추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구가 비치

된 동 주민센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줄 전문가 등 연결 

◦ 기대효과

‐ 메이커 운동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지역 내 메이커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연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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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마을 메이커 공간 지원

◦ 필요성

‐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인 메이커들의 취미, 여가 활동으로 만들기 활동 증가

‐ 메이커의 손쉬운 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접근성 개선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1~(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조성공간 : 마포구 관내

◦ 주요 과업 내용

‐ 공공 지원에서 소외된 기존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 연남, 망원, 합정 등 메이커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

페이스를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부재 지역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간단한 

작업공간 조성

⦁ 공간 임대비용, 도구 및 장비 비용 등 

‐ 동 주민센터 등 활용가능 공간을 이용하여 마을 메이커 스페이스 새로 조성

⦁ 주민들의 방문 및 이용 편의 제공 : 메이커 스페이스의 저녁시간 운영

⦁ 주민들이 퇴근 후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 및 장비 지원 : 동 

주민센터 공구 대여

‐ 메이커 스페이스, 작업실의 오픈 스페이스화 지원

⦁ 일주일 중 하루를 주민들에게 메이커 교육, 세미나 등으로 오픈하여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제공

⦁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자의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회의 개최

⦁ 운영시간 변경, 이용자 네트워킹에 따른 운영비용 지원(인건비, 회의비등)

◦ 기대효과

‐ 주민들의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도 향상

‐ 관내 소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능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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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 메이커 페어 및 관련 행사 참여 지원

◦ 필요성

‐ 메이커 운동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지원 필요

‐ 메이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핵심 메이커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1~(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주요 과업 내용

‐ 메이커 페어 등 메이커 관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여비용 지원

⦁ 학교 메이커 동아리, 지역 활동가 등 실제 활동하는 대상 지원

⦁ 메이커 관련 행사 참가시 활동비용 지원(등록비, 작품전시 비용, 작품제작 비용 등)

‐ 지원 신청자를 중심으로 마포 메이커 네트워크 구축

‐ 메이커들에게 관내 재활용품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개 및 제공

⦁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공구 대여 공간에서 재활용품 함께 제공

◦ 기대효과

‐ 관내 메이커, 중소업체, 스타트업의 활동 활성화 도모

‐ 산업, 일자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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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메이커 창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필요성

‐ 영세규모로 자체적인 비즈니스 능력, 자생능력이 떨어지는 메이커들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메이커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창출 및 선순환구조 기반 조성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2~(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조성공간 : 마포구청, 온라인 플랫폼 등

◦ 주요 과업 내용

‐ 메이커 창업·운영 서비스 제공

⦁ 메이커 분야 창업 및 업체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 절차 업무지원 서비스, 홍보·마케

팅 서비스 제공

‐ 특허절차 서비스 제공

‐ 전자파·전파 인증비용 지원

◦ 기대효과

‐ 메이커 스페이스, 중소업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메이커, 중소업체, 스타트업의 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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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마포 수공예품 전시·홍보·판매 사업

◦ 필요성

‐ 메이커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 메이커 관련 종사자·업체의 제품 판매 기회 마련 및 활동 활성화 지원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1~(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조성공간 : 지하철 역사, 도서관, 구청 앞 공터 등

◦ 주요 과업 내용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가교 역할 수행 : 마포구 메이커 제품의 판매 통로 확장

‐ 정기적인 오프라인 장터(플리마켓) 개최

‐ 메이커 작품의 전시 및 홍보

⦁ 전시 작품 확보 : 메이커로부터 기증·구매, 전시 신청 접수

⦁ 전시 공간 확보 및 전시 실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

◦ 기대효과

‐ 시민들의 메이커 운동 인식 개선 및 관심 증대

‐ 메이커 종사자 및 업체들의 제품 홍보 기회 마련

‐ 메이커 종사자의 경쟁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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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 우수 메이커·스타트업 발굴 및 활동지원 

◦ 필요성

‐ 우수한 메이커 업체 사례를 선도 모델화하여 메이커 관련 산업의 전체 수준 향상 도모

‐ 선도적인 메이커, 업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시상으로 업체 지원 및 동기부여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2~(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주요 과업 내용

‐ 선도적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업체 발굴 및 선정

⦁ 메이커 분야에서 우수 실적, 사업화를 이룬 업체를 선도 메이커 기업으로 선정

⦁ 메이커 관련 사업화에 성공한 업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업체 발굴

⦁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개선을 이룬 업체 등

‐ 선정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공유

⦁ 선정된 업체의 프로세스 혁신, 제품, 서비스 등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관내 관련 업체,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 

공유

‐ 업체에 대한 시상 및 사업 장려 인센티브 제공

⦁ 선도 업체, 스타트업 등에 대해 우수 사례로 시상 및 사업 장려 인센티브 제공

◦ 기대효과

‐ 마포구 메이커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업체 역량 강화

‐ 메이커 관련 업체들의 사업 운영 의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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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메이커 교육 사업

◦ 필요성

‐ 주민들의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문화 확산

‐ 메이커 운동을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양질의 메이커 육성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1~(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조성공간 : 주민센터, 학교, 도서관

◦ 주요 과업 내용

‐ 강사 및 장소 확보

⦁ 3D프린팅강사협회, 마포구 메이커 등 / 주민센터, 학교, 도서관 등

‐ 메이커 육성, 장비 활용, 사고력·문제해결력강화 등 교육 분야 조사 및 기술 선정

⦁ 전문 메이커, 종사자 선정 및 보유 기술과 노하우 등을 교육 자료화 추진

⦁ 메이커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작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메이커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메이커 활동, 제품 제작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 연령, 수준, 목적 등을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기대효과

‐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 및 메이커 인력 증대

‐ 제조 관련 신산업분야의 창업, 스타트업 저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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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 메이커 역량 강화 콘테스트

◦ 필요성

‐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만들기에 친숙한 문화 형성 및 개발력 증대

‐ 메이커 역량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확보

◦ 사업 개요

‐ 추진시기 : 2023~(지속추진)

‐ 추진주체 : 일자리지원과

◦ 주요 과업 내용

‐ 메이커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콘테스트 개최

⦁ 사업 및 과제 목표 수립, 상금 규모, 콘테스트 과제 범위 설계

⦁ 아이디어 및 콘테스트 솔루션 공모

⦁ 기술·아이디어 평가 및 사업화 추진

‐ 마포구 내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자문 및 장비 이용

◦ 기대효과

‐ 마포구 내 메이커 스페이스 및 도구 활용도 향상

‐ 시민들의 메이커 역량 강화

‐ 메이커 제품의 실용성 및 상품성의 향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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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별 사업 순위

◦ 3개 정책 방향, 8개 세부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순위 제시

‐ 사업별 추진 시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시급성,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별로 제안

사업명
추진시기

2020 2021 2022 2023

메이커 운동 지원

마포 메이커·메이커 스페이스 DB 구축

마을 메이커 공간 조성 지원 사업

메이커 페어 및 관련 행사 참여 지원 사업

메이커 운동 촉진

메이커 창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사업

마포 수공예품 전시·홍보·판매 사업

우수 메이커·스타트업 발굴 및 활동지원 사업

메이커 운동 확산

메이커 교육 사업

메이커 역량 강화 콘테스트 사업

[표 5-1] 세부 추진과제 별 추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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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메이커 인터뷰 주요 내용(정책 방향, 사업 제안)

1. 메이커의 범주를 구분할 필요함

 1) 공방에서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취미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구분해야 함

 2) 제품 판매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방에서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람들(핸드메이드)에

게 필요한 사업임

 3)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제목이나 사업내용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메이커 스페이스나 작업실을 일주일 중 하루정도 주민들에게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공

개하고 메이커들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으로 봄

 1) 메이커 수업, 세미나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메이커 스튜디오 운영 지원

하는 방식

 2)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식,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 부여가 필요함

 

3. 제품을 분해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1)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제품 분해하는 교육을 포함시켜 메이커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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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인가정 등에 공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 긍정적일 것

 3) 동 주민센터에서 공구함을 빌려주는 공간에서 매주 분해할 수 있는 제품을 비치하여 분

해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4. 메이커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기·전자파 인증 지원이 포함되면 좋겠음

 1) 메이커가 만드는 물품들 중 전기·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 인증 비용을 지원

하면 도움이 될 것

 

5. 학생·청소년에게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

 1) 메이커 교육을 교과목(물리, 공학 등)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예습하는 교육으로 활용 가능

6. 역량 강화 콘테스트 사업은 메이커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자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

면 좋겠음

 

7. 메이커 활동이나 행사 참여에 지원하는 대상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

 1) 지역활동 메이커, 학교 동아리 등 

 2) 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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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_자문회의 주요 의견(메이커 운동 특성, 정책 방향)

• 일반랩(생활형)과 전문랩(전문형)으로 이원화하여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창조경제센터,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왔지만, 운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 시설 난립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하향 평준화에 일조함

- 경쟁력 있는 소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랩으로 고도화하고 그 외 지자체가 운영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대부분을 일반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 특화된 전문랩 고도화

- 전문랩은 산업적 측면에서 도시 내에서 초도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

야 함

- 단절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야 함

- 메이커 스페이스 인력은 하드웨어 전문 인력과, 이를 적절히 조합하는 매니지먼트 

인력 모두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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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운동과 연계한 생활형·지역형 일반랩 

- 일반랩은 자치구마다 하나씩 존재할 필요는 있음. 다만,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보

다는 전문 운영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의 생활형 메이커 스페이스 중에서 도서관과 함께 있는 곳도 많음

- 우리나라에서 공공 거점공간과 연계한 생활형 메이커 운동가 유사한 사례로 ‘마을

예술창작소’를 들 수 있음

 

• 일반랩 나름의 산업·비즈니스적 성장 가능성 있음

- 일반랩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본질적 가치인 메이커 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며, 목

공, 공예, DIY 분야와 접목할 수 있음.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메인 비즈니스 모델

이 될 수 있음

- 이케아 가구 조립, 건담 조립과 같은 수요가 상당함.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

 

• 지역 산업과의 연계 사례: 세운상가

- 전문랩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려면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함. 세운상가가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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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는 근처에서 부품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최종 생산까지 합리적인 환경을 

제공함

- 세운상가 아저씨(기술자)가 대학 졸업 작품을 만드는 일로 꽤 많은 수입을 낸다고 

함. 세운상가 곳곳에 부품 공급처와 기술 인력들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기술 인력

들 간 소통 방식이 차이게 있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이를 연결하는 지역 산업 

플랫폼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알맞은 공공 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메이커 운동 특성: 공공주도 탑-다운 방식, AS 문화 등

-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브먼트(운동)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음. 이는 창고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제품을 집에

서 직접 수리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특유의 AS 의존 문화가 작용하기 때문

- 메이커 스페이스 정책 주무 부처로 교육부나 문광부가 아닌, 중기부 및 창업진흥

원이 선정된 이유는 메이커-투-마켓(Maker to Market)으로 붐업이 부족했기 때문

- 중앙정부 차원의 수직적 지원은 실적을 위해 메이커에게 성급한 창업을 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지자체 차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원하고 이들 메이커 스페이스 간 네트워킹

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는 특유의 사농공상 문화로 메이커 운동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메이



부록 73

커 운동의 실천력이 부족한 실정

 

• 우리나라의 메이커 운동 특성: 주체, 분야 간 개방성 부족

- 공예, 디자인 등 분야는 메이커 운동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서로 별개의 영

역으로 여기며 섞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메이커 정신 중 하나인 개방성이 부족함. 메이커 각각이 폐쇄적이어서 오픈 소스

를 활용하는 작업과 같은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의료 영역 등 기존 산업 내 메이커 기능 편입

- 외국은 팹랩이 기업의 파트너로서 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팹랩을 내부

화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치과 내에 팹랩 기능이 탑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팹랩을 직접 인큐베이팅 하기도 함    

- 3D프린터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필수 장비로 각광받았지만, 현재 사용 진입 장벽

이 낮아서 경쟁력이 없어짐. 지금은 의료 분야 등 다른 영역으로 특화되는 추세

 

• 특정 메이커 스페이스·지역으로서의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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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튜닝 관련법의 완화로 장안평이 자동차 튜닝 메카로 떠오르고 있음. 이럴 때 

장안평을 중심으로 하는 튜닝 네트워킹을 통한 저변 확대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 메이커 스페이스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입소문을 타게 되며, 양질의 오더(Order)

를 받게 됨

- 서초구 ‘수학사랑’은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모임으로 현재 

인터넷 판매까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음

- 마곡 ‘로보티즈 캠퍼스’는 로봇 덕후에게 온라인 동호회의 오프라인 정모 장소로 

각인되어 있음

 

• 국내 우수 사례: K-ICT 3D프린팅 대구센터, 전남대 아이디어팩토리

- 대구 ‘K-ICT 3D프린팅 대구센터’는 다양한 고급 3D 프린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을 다량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음

- 전남대 ‘아이디어팩토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조성된 사례. 전남대 특유의 학풍으

로 관련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있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후속 조

성됨

 

• 메이커 스페이스 및 기업 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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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에서 전문랩(전문형)을 기업들과 매칭을 해주어야 함. 삼성전자와 메이커 스

페이스 내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SBA 프로그램이 대표적

- 외국 팹랩의 주요 수익 모델은 주로 1) 교육, 2) 공공 프로젝트, 3) 민간 기업 프로

젝트 수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간 국내외 네트워킹이 활발함

- 반면 우리나라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러한 구조가 부재한 실정. 단순히 3D 프린터

를 무료로 제공하는 수준. 따라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질적 레벨업이 필요하며, 협

력 프로젝트를 통한 네트워킹이 필요함

 

•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멤버십, 로열티 도입

- 메이커 스페이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멤버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무료 

이용이 만연하기 때문에 메이커 이탈 부담으로 메이커에게 멤버십 로열티를 요구하

기 어려운 실정

- 메이커 스페이스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메이커 스페이스가 양

질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건담 덕후들이 공동 작업실을 사용료를 

흔쾌히 지불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간 이용이 주는 효용이 있기 때문. 따라서 콘텐

츠를 중심의 개선을 통해 메이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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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vigorating for local economy through support of the 

maker movement 

Joon-Young Lee

Makers are people who make something on their own and refer to those who engage in 

various making activities by applying digital technologies and developed tools accor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being bound in existing manufacturing businesses or 

producer categories. The maker movement is a cultural movement related to such making 

activities, i.e. a movement where makers make things creatively in daily life and shar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based on the value of “knowledge sharing.” Makers 

practice creative making activities at the maker space equipped with tools in daily life 

and shar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through open sources.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o converge and 

grow, the maker movement is emerging as a new manufacturing business trend, resulting 

in an increasing intere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mplements a program to forge and run maker spac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eks to become a production city by joining the Fab City 

Network, and prepares maker spaces, and supports entrepreneurship and job cre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establish a global startup city. 

Mapo-gu has basic conditions where the maker movement can spread, including maker 

movement infrastructure such as the 3D Printing Instructor Association and maker 

spaces, arts, design, engineering experts, etc. Therefore, Mapo-gu needs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and measure to facilitate its maker movement so that it can effectivel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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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its conditions and guide the movement contribute to contribute to local economy. 

Local private makers have continued the maker movement for themselves. Makers in 

fields like arts, engineering and design have enlarged the movement through maker 

activities since the mid 2000s. They spread related events such as Maker Faire Seoul 

and practice making activities in communities and maker spaces. However, a problem is 

that no network encompasses all makers.

The public sector assists with the maker movement by constructing space like maker 

spaces and infra e.g. equipment and tools. The government operates and supports space 

for makers called ideaall rooms,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or maker space, 

and  supports job creation. Still, there are challenges: maker spaces are not operated in 

a flexible way; professionals lack; and a self-reliant ecosystem is difficult to be formed. 

In addition, although private maker spaces grow in Seoul, they are small and cannot 

survive on their own.

Mapo-gu maker spaces are characteristically located in areas like Hongik Univ., 

Hapjeong, Mangwon, etc. where arts, design, engineering makers gather. Their types 

vary from handcraft workshops to factory-type prototype manufacturers and most of 

them are small. Maker spaces are usually operated by renting space and equipment and 

receiving rents, and makers conduct making activities and education there.

In general, makers create things individually, not in collaboration. They prefer individual 

activities because they have no makerspace or already have their workrooms. They 

participate in makers communities through Maker Faire, and build and continue them 

through small meetings and parties. But a communication platform including all makers 

is yet to be found. 

Besides, the fact that makers think the maker movement policy has no great effe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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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at support methods and policy approaches to them should change. Makers raised 

a necessity that support should be made for software e.g. making activities and education 

rather than hardware, and in the long term, the cultural, industrial and social foundation 

should be mature. To that end, a policy measure is required to secure makers’ autonomy 

and build trust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makers.

This task presented a policy direction to vitalize the maker movement by collecting 

Mapo-gu’s maker movement status and expert opinions, which means expanding a 

living-friendly and area-centric movement base. For this, Mapo-gu should play its role 

in three directions. The first role is to help makers practically with essential elements 

like information, space, expense, etc. to lessen their burden. The second is to promote 

makers to develop their capability by supporting their 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nd increasing sales routes for their products. The third 

role is to lay a foundation to enhance a base for the maker movement through maker 

education and contests to improv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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