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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창의·협력학습환경구축



공간 혁신의 필요성

대학도서관 공간 혁신, 서비스의 변화(「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19~’23년)」)

창의력

대학도서관 이용변화
•대출자수 감소, 참고정보서비스 이용률 감소
•도서관 방문 목적 및 요구 다양화, 복합화
•창조자로서의 도서관이용자(patrons as creators)

비판적
사고력

협력

융합 소통

대한상공회의소 2018
국내 ‘100대기업인재상’ 

소통, 협력

세계경제포럼 (2018)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Top 5

복합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적자원관리, 협력

국내 200개대학(2019)
인재상 핵심 키워드
창의, 글로벌, 융합, 협력



공간혁신의 방향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화사회

새로운기술, 메이커 문화확산

미래인재 역량, 창조, 협력

대학도서관의 기존역할 약화

 21세기이용자(Y세대, 카공족)

대학도서관환경변화

대학도서관 공간 혁신

 창의, 융합최적의공간

 협력, 개방적커뮤니티공간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

놀이, 휴식, 문화, 학습

디지털리터러시교육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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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창의·협력 학습환경

01
Creative 

Space

02
Learning 

Commons

03
Makerspace

콘텐츠 생산, 창조에 중점
① 이용자가 사용할 전용 공간, ② 도구, 재료 및 장비 등, 
③ 직원 전문지식과 시설, 수업과 교육, 온라인 자원

학습공유공간
지식을 창조, 학습 촉진,

이용자들의 협력적, 창조적, 
혁신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

Do it Together
메이커 문화 확산과 함께
단순하게 무언가를 스스
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
고 장비, 도구, 자원을 공
유, 성과 및 결과 확산

• 3D 프린팅과 디지털 제작
•멀티미디어/오디오 제작
•로봇틱스, 전자회로 보드
•공예
•전자출판 등

•개방적인 포커스 스튜디오

•듀오 스튜디오

•아이디어 허브

•메이커스페이스

•폐쇄된 리스펙트 룸

대학도서관
공간 혁신



공간 혁신의 기대효과

사회

대학

도서관
대학도서관의공간혁신및역할제고

•도서관 공간 및 시설 개선, 새로운 서비스 창출
• 21세기 이용자의 요구 수요 반영  이용률 증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 시설 마련
• 대학도서관의 대학내 역할강화

대학의혁신및인재상의교육기반제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대학내 기
반 공간 마련
• 대학도서관의 창의협력 커뮤니티를 통한 교육 목표 확산 및 확립

4차산업혁명시대의필요인재확보및국가 경쟁력강화
• 대학도서관 창의·협력 학습 공간의 지역사회 공유
• 창의·협력 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How국내대학도서관사례



조사 대상 및방법

- 최근 리모델링 도서관(주요 벤치마킹 대상) 
- 규모, 지역, 설립주체 등을 고려하여 12곳조사대상

조사방법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동의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가나다순)  

-12개 대학 1차 직접 방문 및 견학: 2019년2월15일~3월4일)
-5개 대학 2차 방문 및 담당자(기획총괄, 시설관리 등) 인터뷰
: 2019년 7월 10일 – 7월 20일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국내 사례

 면적: (1층) 6,177㎡
 예산: 45억
 공간구성
- U-Lounge: 스마트 러닝룸
- I-Zone: 영상 제작 및 편집
- S-Lounge: 토론, 휴식공간
- B-Zone: 북갤러리

 신관 1층과 구관 1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ICT 기반 학습

및 연구 공간과 복합문화공간 마련
 인테리어 이용자 만족도 높음

경북대 도서관

 공간구성
- C-Lounge: 개인캐럴, 노트북존,

수면실 등
- D-Lounge: 개인스탠드가 갖춰진

집중 학습형 열람실
 현장 조사 당시(2019년 03월)

리모델링 진행중

고려대 도서관

 면적: 10,188㎡
 예산: 45억
 공간구성
- L층: 인문과학자료실, 스크린룸,

멀티미디어 Zone 등
- 1층: 자연과학자료실, 집현실,

정보검색 Zone 등
 80주년 기념관 내에 신축
 서가, 바닥 천장 등 인테리어

일관성을 위해 주문 제작

광운대 도서관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국내 사례

 예산: 3억8천
 공간구성
- 아테레홀: 커피자판기, 스터디룸,

시네마홀, 휴식 공간
 열람실 공간 활용 부분 리모델링

동의과학대 도서관

 면적: 14,177㎡
 공간구성
- 중앙도서관 1-3층:

스타트홀, 북카페, 미디어라운지
- 별관도서관 1-2층:

노트북실, 휴게실, 스터디룸 등
 시기를 달리하여 점차적으로 부분

리모델링 시행
 북카페 커피숍 입점 운영

→ 교내만족도 조사 1위
 스타트홀은 기둥 활용 검색데스크,

계단 활용 행사/특강/전시 진행

서울과기대 도서관

 면적: 30,743㎡
 공간구성
- 1층: 관정 갤러리, 세미나실
- 2층: 스터디가든, 스터디룸

 중앙도서관을 감싸는 형태로

관정관 신축 개관
 관정관은 도서없이 열람실과
IT 및 협업공간으로만 이용

서울대 도서관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국내 사례

 공간구성
- 1층: 인터넷카페, 개방형 창의협력

공간
- 2층: 대출실, 자료실, 열람실
- 3층: 스터디룸, 노트북 코너
- 4층: 사무실, 전자정보실 등
 사무실을 이전하고 1층 전체를

창의협력 공간으로 리모델링

서울시립대 도서관

 공간구성
- 1층 <Y-Valley&Makerspace>

: 창업 프로젝트 준비 공간
- 2층 <Information commons>

- 3층 : PC 및 DVD 이용, 어학학습
 도서관 내에 Makerspace 설치

연세대 도서관

 공간구성
- 1층: 라운지, 시청각자료실,

노트북실
- 2층: 대출실, 정보검색실,

학습/연구지원실,

인문학스테이션, 교육실,

이화 컬렉션
 1층 라운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화여대 도서관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국내 사례

 예산: 60억
 공간구성
- 기존 도서관 건물 옆 문화관을

증축하고 도서관과 연결하여

학술문화관으로 사용
- 문화관 4층: 사색 창조실,

멀티미디어 콤플렉스,

콜라보레이션룸, 글로벌라운지
 전통적 공간인 자료실, 열람실을 벗어나

협업창작공간 및 문화휴식공간 마련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공간구성
- 사무공간을 이전하고 1층 전체에

학생들의 학습 및 휴식공간 마련
- 통합인포메이션센터(대출/반납),

안내센터, 라운지, 북카페, 더불어숲,

셀프 스튜디오, 하브루타 존

한양대 도서관

 공간구성
- 1층: 메이커아지트, 라운지
- 교육, 전시, 체험 공간

 메이커아지트 운영
- 초기: 외부업체 6개월 운영
- 현재: 산합혁력단과 도서관 기획팀
- 링크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창원대 도서관



심층 인터뷰: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항목

구축

- 초기 아이디어의 출발

- 예산 및 예산 확보 방법

- 공간 확보 방법(기존의 시설 대체, 리모델링, 신축)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각 역할

- 구축시 대학내 타 부서와의 연계 및 협업 사례

- 구축을 위해 필요한 외부인력

-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각종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 유무 및 방법, 반영 사례

- 대학에서 창의협력 공간의 컨셉(구축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 창의협력 공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기술

- 벤치마킹 대학 및 사례

- 구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운영

- 담당 인력 및 업무분장

- 공간 운영 및 관리의 주요 업무와 비중

- 운영 예산 배정 및 확보 방법

- 이용자들의 공간 이용 행태(변화, 가장 인기있는 공간, 기술 등)

-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현황(직접지원, 간접지원 등)

-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프로그램

- 기타 부서와의 연계 프로그램 유무

- 운영시 가장 어려운 부분

교내 유사

공간과의 연계

- 교내 유사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존재 유무

- 교내 유사 공간 및 부서와의 연계 유무

- 유사 공간과 차별화된 역할

종합

- 창의협력 학습 공간 확대 계획 유무

- 추후 창의협력공간의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추가로 개선해야한다고 생

각되는 부분

- 구축 및 운영에서 아쉬운점, 어려웠던 점

- 준비 중인 타대학도서관을 위한 조언

- 기타

H 대학

K대학Y대학

G대학 C대학

시끄러운 도서관 지향, 휴식 공간(캡슐형 수면공간), 

라운지 형, 셀프 스튜디오, VR 체험관, 관련 프로그
램 없음, Top –down 예산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메
이커 문화 확산
산학협력단 주관 운영, 도
서관 지원
지역 연계 프로그램 다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도서관의 요구+대학정책
접근성 향상, 신축

좁은공간의 효율화
지역주민 커뮤니티룸

영상실 영화 상시 상영

자율적인 공간, 창
업동아리지원,

3D 프린터 중심 메
이커스페이스, 스튜

디오, 편집가능
교육, 협업 공간 부

족

개방, 휴식, 자율
적인 공간, 카페
대규모 리모델링,

저자초청강연회
메이커스페이스

도입 미지수



국내 사례의 시사점

1. 공간 배치 및 설치 장소
• 1층 로비, 사무실 공간, 기존의 정보검색실(Information Commons) 

등 <- > 일반열람실 축소
• 개방적인 공간
• 다양한 테이블(1인, 2인, 4인, 6~8인 등)과 의자, 이동 가능성

2. 메이커스페이스 포함여부
• Y대학(3D 프린터, 스튜디오, 편집), H대학(셀프 스튜디오, VR 체험룸)
• C대학(산학협력단과 협업, 가장 다양한 메이커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
• 단대, 학과 실험실습실 형태의 메이커스페이스 다수 존재

3. 운영 방식
• 비관리형 공간 지향
• 협업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전시, 저자초청강연 정도)

4. 가장 인기 있는 공간
• 노트북존, 개방형 공간, 커피숍
• 와이파이 확보, 전기콘센트 확보



How국외대학도서관사례



조사 대상 및방법

- 관련 문헌에서 언급된 창의·협력 공간의 모든 사례를 취합
- 총 68개의 대학도서관 사례 중 3번 이상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언급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
조사대상

조사방법

① University of Nevada, Reno의 Makerspace
②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IDeATe
③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Invention Studio
④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Hunt Library
⑤ Boise State University의 MakerLab
⑥ Northeastern University의 Digital Media Commons
⑦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의 FabLab

- 문헌분석 및 홈페이지 조사: 창의·협력공간 조사
- 업무 담당자와의 이메일 조사: 교육 프로그램 조사

- 2019년 6월 1일 – 8월 8일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다양한 대학의 Learning Commons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MakerspaceUniversity of Nevada, Reno의 DeLaMare Science & Engineering Library

• 미국 대학도서관 중 최초로 Makerspace를 도입한 도서관
• 각종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식의 생산활동을 지원함

• 3D 프린터와 3D 스캐너, 3D 

모델링소프트웨어를제공함
으로써아이디어를현실로만
드는기기및공간을제공

•퀼팅, 가정장식욕품및기타
공예품프로젝트에활용되고
있으며, 납땜스테이션에서납
땜바를제공

3D 인쇄

레이저및
비닐절단

녹음부스

납땜및봉제

•레이저커터및비닐절단기기
및공간을제공

•음성과비디오녹음부스를제
공하고, 이를통해새로운매체
를생산하는데기여

[ 출처: https://www.unr.edu/nevada-today/news/2014/makerspace]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운영방식

• 공간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술전담팀(“tech wranglers”) 예
약 필수 →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과 관련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무료 상담

• 기술전담팀(“tech wranglers”)
• 3D 기술관련 전담사서(3D 모델링 및 스캐너, 레이저커터, 비닐커터

등): 1회 예약시 2시간씩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집중 교육 실시
• R 프로그래밍 전담사서, 데이터 분석 전담사서, 포토샵 전담사서,

SPSS 프로그램 활용 전담사서, 저작권 전담사서, 특허 및 상표 전담사
서 등으로 구분

운영방식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서비스의 확장

• 도서관 Makerspace 활성화에 따라, 2015년 10월 글로벌 기술 회사와 협
력하여 리노(Reno) 시내에 새로운 The Innovation Center를 개관(4층)

• 각 층마다 협업 공간
• 대학구성원(교수, 학생)은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들과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출처: https://www.unr.edu/innevation/inside/makerspace]

서비스확대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IDeATe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Library

• Hunt library 1층과 7층에 위치한 IDeATe(Integrative Design, Arts, and Technology)
는 총 7개의 스튜디오 실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시설 및 협업교실이
포함되어 있음

•스튜디오 A(70명), B(35명) 규
모의강의실로스크린TV, 이동가
능한테이블과의자가배치되어
있어학습공간, 토론실, 그룹회의
실로사용

•레이저절단기, 3D 프린터, 재
봉기계, 납땜다리미등이있
어다양한시제품제작가능

스튜디오

물리적 컴퓨
팅실습실

미디어랩

제작실습실

•프로토타이핑장치를위한협
업및공유형실험실. 주로, 프로
토타이핑조립및테스트를위
한공간

•대화식미디어블랙박스로, 영
상촬영및편집이가능한공간
및시설

[ 출처: Hunt Library 홈페이지 <https://farpc.com/cmu-ideate-space>]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운영방식

• 예술 + 기술이라는 주제의 통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학제간 프로그램
(IDeATe) 운영을 위해 강좌 운영 공간과 장비를 마련,제공

 교육프로그램

• 포털코스: 학제 간 연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협동 전공 프로그램
과정에 사용됨. IDeATe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강좌 속에 일부를
포털코스와 연계해서 진행함

• 협업코스: IDeATe를 둘러싼 다양한 부서에서 개발한 프로젝트학습 기반
과정. 새롭고 복잡하며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해결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설계
됨. 포털코스를 이수한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고급코스

• 마이크로코스: 짧지만 집중적인 기술 기반 경험을 제공하는 입문코스로, 
IDeATe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코스임. IDeATe@Hunt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해당 입문강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보조코스

운영방식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Invention Studio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학문간 융합과 연계를 위해 지어진 MRDC(Manufacturing Related Disciplines Complex) 건물
2층에 위치

• 공학계열을 대상으로 연구 및 산업체 후원을 통한 정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원금의 일부로 Invention Studio 등 강의기반시설을 운영

[ 출처: Invention Studio 홈페이지 <https://inventionstudio.gatech.edu/>]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운영방식

• 주된 운영 인력은 사서나 전문가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운영
• Invention Studio의 기기 사용 가능한 PI(Prototyping Instructor) 자원봉사

자 구성
• 1주일에 3시간씩 자원봉사

• 워크샵,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은 극히 일부로 운영
• 7/24 체재로 운영되는 PI들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현장교육
• PI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홈페이지 상에 제공되고 있음

운영방식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창의 공간

• 시청각 편집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워크스테
이션 등의 기기와 공간
•뮤직 부스와 스튜디오(VHS 및 DV 전송, 오디오 제
작 및 슬라이드 스캔을 위한 그린 스크린, 조명 및 장
비 포함)

• 3D 프린트, 게임 디자인, 가상 및 증강 현실프로
젝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모델을 제작
•다양한 크기의 물리적 실체를 만들 수 있는 시설
과 공간

Media Lab

Makerspace

VR Studio

3D 

Scanning

• DIY 생산 및 공동작업을 위한 기기와 공간을 제공
• 3D 프린트, 3D 스캐너, 전자 프로토타이핑 키트, 재
봉기, 레이저 커터 및 기타 여러 Maker 도구

•몰입형 콘텐트를 실험하고 제작하기 위한 각종 장비
와 공간을 제공

[ 출처: NCSU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lib.ncsu.edu/)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Hunt Library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교육프로그램

Makerspace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만이 해당 공간을
사용 가능함

프로그램
운영 교육 (2019년 8월 기준)

교육내용 및 운영 방식 시간

Makerspace오리엔테이션
단체교육으로진행되며,Makerspace공간에대한소개,장비의사용방법,사용시위

험요소및보호장비에대한교육

45분

-1시간

DigitalMedia오리엔테이션 개별교육으로진행되며,그래픽설계/포스터제작,가상현실및증강현실,영상,오

디오,사진편집,웹출판, 3D프린트및3D스캐닝,아두이누,화상회의등과관련된

테마로교육이진행되며,이용자요구에따라내용이변경됨.

1시간VRStudio오리엔테이션

3DScanningStudio오리엔테이션

Makerspace워크샵
단체교육으로진행되며,가상현실소개와전도성잉크를이용한스크린인쇄등일

정한테마를가지고한달간워크샵진행

1시간

-1시간30분

DigitalMedia워크샵
단체교육으로진행되며, 360도비디오쉽게제작하는방법에대해서한달에한번

워크샵진행
2시간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원스탑 허브(20년 9월 개관 예정)

• 창의와 협업학습의 중요성 인식
• 교수와 학생의 학습, 교육, 연구, 협업, 실험을 위한 원스탑 허브 개관

①Innovation Studio 확장
•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간 및 인터렉티브 전시공간 제공 단
순한 이용교육 공간 및 전시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투사지도 제작 및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을 시연
할 수 있음

②Visualization Studio 확장
• 기존의 소규모 시각화 스튜디오를 확장

③Data Experience Lab 구현
•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협업
공간을 제공

서비스확대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MakerLabBoise State University의 Albertsons Library

• 기존의 컴퓨터 교실을 창의.협력학습 공간으로 재설계하여 운영
• MakerLab은 단순히 최신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 공간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결합을 목표

MakerLab을 활용한 협력수업 사례

[ 출처: 보이시 주립 대학교 홈페이지 <Photographs of the Makerlab Community>]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운영방식

• 신청하는 강좌들에 대해 강의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서가 개입
• 강의내용에 따라 필요한 도서관 자원 제안, 최대한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

도록 MakerLab의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언
• 확산: 사서와 함께 작성한 수업계획서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방향 제시

• 오리엔테이션: MakerLab의 소개 및 전반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 공식적인 교육: 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화 교육
• 개별교육: 개인/강의의 요청에 따른 교육
• 기기별 워크샵: 기기별 사용법 등 심화 과정

운영방식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Digital Media CommonsNortheastern University의 Snell Library

• 2013년부터 학부생의 협업을 위한 Digital Media Commons와 대학원생의 협업을 위
한 Digital Scholarship Commons를 개발 제공

•쉬운터치컨트롤시스템을통해
4개의입력을동시에볼수있는곡
선형와이드스크린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여러프로젝트의개발

•최첨단오디오및비디오레
코딩을제공하며, 녹음, 믹싱
을위한제어실을갖추고있음

DMC-5

프리젠테이션
서클

3D 프린트
스튜디오

미디어창조
스튜디오

•소수의인원이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거나작은이벤트를주최
하기에완벽한밀폐된공간

•3D 제작및모델링기술의전
체제품군을제공

[ 출처: library.northeastern.edu/services/digital-scholarship-services]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운영방식

• 공간이나 장비 사용을 위해 교육 이수 필수 아님
• 공간이나 장비사용을 예약하면 담당사서가 예약을 확인하고 교육 및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교육프로그램

• 공식적인 교육: 한 달에 2-3차례 정도 주제별 워크샵
• 개별교육: 시설을 예약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대일의 교육이나 상담을 받

을 수 있음

운영방식

교육프로그램



대학도서관과 창의·협력 공간해외 사례

의 FabLabUniversity of Texas Arlington의 Library

• FabLab은 2014년에 UTA 중앙도서관 1층에 개관
• 주제분야를 뛰어 넘어 학제간 공동작업, 적응력, 독창성을 장려하는 협업공간을 제공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메이커스페이스 포함 사례 다수 존재
•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 3D 프린터부터 시작
• VR 등 다양한 새로운 탁상제조기술로 확대
• 1:1, 워크샵 형태의 다수 프로그램 제공
• 메이커스페이스의 결과물 공유, 전시

2. 운영 인력
• 사서를 포함한 Specific Staff이 주된 운영인력
• 학내 교수진이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부생을 자원봉사자로 활

용

3. 공간 구성
• 규모와는 무관하게, 협업공간과 장비공간 분리
• Learning Commons가 최근 국내 대학의 리모델링 공간과 닮아 있음
• 프로젝트 협업, 커뮤니티 공간

4.   기초적인 형태의 기기+전문적인 기기 다수 포함



What사례연구의시사점



사례 분석: 구축 유형

도서관 주도
자생적

창의.협력공간

도서관 내
프랜차이즈형
창의.협력공간

도서관 주도

도서관
+외부기관 협력

도서관 외부
타 기관 주도의
창의.협력공간

• Y대학
• H대학
•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IDeATe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Hunt Library
• Boise State University의 MakerLab
• Northeastern University의 Digital Media Commons

• C대학
• University of Nevada, Reno의 Makerspace

• C대학 초기 운영 형태
•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의 FabLab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Invention Studio



사례 분석: 운영 인력

• Uni. of Nevada, Reno의 Makerspace
• North Carolina State Uni.의 Hunt 

Library
• Northeastern Uni.의 Digital Media 

Commons
•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의

FabLab

• Y, H, C 대학

• Carnegie Mellon Uni.의

IDeATe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Invention 

Studio

• Boise State Uni.의

MakerLab

* 학생 크루 양성 프로
그램 준비



사례 분석: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형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워크샵

온라인
교육

비공식
현장지원

1:1

교육

기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Boise 
State 
Uni.

North-
eastern 

Uni.

North 
Carolin
a State 
Uni.

Carnegie
Mellon 

Uni.

Georgia 
Institute 
of Tec.

Uni. of 
Nevada, 

Reno

Uni. Of 
Texas 

at 
Arlington

O O

O

O

O

O

O

Y
대학

H
대학

C
대학

O

O

O



사례 분석: 교육 프로그램 의무 여부

교육의 의무 이수

공간, 장비 및 기기 사용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University of Nevada, Reno의 Makerspace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IDeAT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Hunt Library
Boise State University의 MakerLab

교육의 선택적 이수

공간, 장비 및 기기 사용시 필요에 따라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

Y대학, H대학, C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Invention Studio
Northeastern University의 Digital Media Commons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의 Fab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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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로에게묻고답하기



연구자가 묻고싶은 것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유무, 구축 및 운영 유형
• 인력부족, 예산부족 도서관의 상황 고려
• 관리형/비관리형 공간의 비율 고려
•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시, 협업 공간
• 메이커스페이스에 포함될 기기 특성 고려

대학 내 유사공간과의 연계 가능한가?
• 많은 대학들이 도서관이 아닌 공간에 무한상상실, 메이커스페이스를

지니고 있음
• 유사공간 구축 대학/비구축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

스 제공 수준 고려

지역사회 공유 및 확산 고려할 것인가?
• 대학 내 발전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공

유 및 확산 방안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