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과대학

지능정보기술 사회

AI,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142세
2015년생, <TIME>

2045년
영원히죽지않음

Singularity

30 + 30 + 20MOOC

<<대학의종말>>
2015, 케민캐리

앨빈 토플러

30 + 80 + 20

대학의 생존 =

혁신

직업능력
Employ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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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 판단력 교육

디지털 시대의 인재상 ※ 2017, 김용진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발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이를 직접 만들어 내는디벨로퍼, 이를 유지하는 메인테이터

미래의대학교육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 World Economic Forum 
– New Vision for Education 

핵심기술을 일상의 과업에 어떻
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인
‘기초 문해’ 

어떻게 복잡한 도전적인 상황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역량’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접근하
는지에 대한 ‘인성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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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MC Horizon Report > 2015, 2017 Library Edition 

트렌드 • 창작자로서의이용자
• 도서관공간재구성

중기
3년내

장기
5년내

• 연구 데이터 관리

• 이용자경험의가치화

• 상호기관 간 협력
• 학술 데이터의 진화

이용자 경험의 가치증대 •
모바일콘텐츠 전달 우선화 •

학술적 기록물의 진화 •
연구데이터 관리 관심 증대 •

연구콘텐츠의 접근성 증가 •
도서관 공간의 재구성 •

• 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 온라인 아이덴티티

단기
1년내

중기
3년내

장기
5년내

• 빅 데이터

• 디지털 학술 테크놀로지

•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메이커스페이스 •
온라인 러닝 •

정보 시각화 •
시멘틱 웹 및 링크드 데이터 •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
머신 러닝 •

기술발전

단기
1년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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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Smart Technology 활용

01 배경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

웨어러블디바이스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증강현실

3D 프린팅

핀테크

모바일플랫폼

높 음 낮 음

연관성

중
요
도

낮
음

높
음

※ 2017, 이수상, 인공지능과 도서관의 역할



What is our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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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7500

58만4000

65만7000

49만4000

현대차 네이버 현대카드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기업도서관방문자 수

※ 한국경제신문 2017.6.3. A11면 기사 참조

What is our differentiation?

02 도서관공간과 가치실현



연세대학교 도서관 신축

What is our differentiation?

도서관신축 후 20~99% 이용자 증가

도서관에와서 무엇을하나?

혼자공부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참고자료

그룹스터디

77%

51%

3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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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서비스

Information Commons

Multimedia Center

Collaboration Space

Active Learning Space

Makerspace

학술정보검색교육

데이터베이스활용교육

Research data services

Information Literacy

ICT(ICBM) Literacy

공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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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서비스

Collection Reference        Space        Instruction

Instruction

Space

Technology

Studen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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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Makerspaces in Libraries, Museums & Schools  4,532

03 메이커스페이스,창업카페

Academic Libraries  18
Public Libraries 71
Museums 10
K-12 Schools  the rest



해외사례
Hunt Library, NCSU

Idea Alcove (2F)

Fishbowl (4F)

Hunt Makerspace (4F)
Rain Garden 
Reading Lounge (2F)

Game Lab (3F)
• Create working prototypes, architectural 

models, and other objects with tools including 
3D printers, a 3D scanner, and a laser cutter.

• Service to All students, faculty, and staff at 
NC State.

• Electronics / 3D Printing / 3D Scanning / 
Cutting & Milling / Wearables /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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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China

처쿠카페

창업카페&메이커스
페이스의 시조,
작은실리콘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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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주도 사업

무한상상실 아이디어팩토리 테크숍 창조경제혁신센터

• Fab Lab, 실리콘벨리
Techshop 벤치마킹

• 도서관 등 생활공간에
설치

• 전국 58개소(대학11,
도서관14)

한국과학창의재단

•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
이디어 제품화 지원

• 2014년 시작 11 개 대
학 선정(KAIST,강원,경
일,서울,선문,순천향,전
남,산업기술,해양,한라,
한양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 창업보육센터나 산학
협력단 보유 대학에 설
치

• 3D프린터 등 지원
• 전국 53개 대학
• 2015.9. 선정 완료

중소기업청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실현 목적

• 창업벤처와 중소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기
반 창업, 신산업 창출
지원

• 전국 18개 혁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6월 기준, 10개 유형 103개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중

셀프제작소, 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팩토리, 민간, 자체랩, 무한상상실, 3D프린팅 지역
거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K-ICT디바이스랩, 창업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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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주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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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울시 성수IT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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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메이커스페이스,창업카페

기부금 15억
산자부 3년 연 3억 산자부 3년 연 3억



고려대학교 파이빌 π-Ville 99

지상5층 건물
연면적 302평
38개의 컨테이너박스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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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이커스페이스 심천에 거주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뭔가를 생각하면 손쉽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들의 문화가

많이 부러웠다.
심천의 괜찮은 메이커스페이스가 가지
고 있는 인프라와 화창베이의 부품조달
네트웍을 한자리에 모아보자는 생각으

로 만든 게 이 메이커스페이스이다.

10여대의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CNC머신, 아크릴 절곡기 등의 장비와

납땜 어샘블리 작업 공간도 준비해 두었
고, 워크샵과 개인 작업이 가능한 공간
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만

들었으면 좋겠다.

송파 메이커스페이스를 에듀 메이커스
페이스 컨셉으로 운영하다 보니 좀 더
프로그래밍과 툴들을 다룰 수 있는 방
법을 많이 생각합니다. … 각설하고, 오
늘은 아두이노와 DC모터, 그리고 초음
파 센서로 만들 수 있는 캔봇(can bot)

을 리비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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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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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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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과메이커스페이스

Merit

Demerit

Contents

Patrons

Public Domain

for All Users

Research Data

Space

Support
Media Facilities

Budget
In the Library?

Recognition

Users
Cooperation

Ro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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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창의공간의 개요

Instruction

Space

Technology

Student 
Success

창업

Makerspace

Idea Commons

ICBM

AI

Maker 교육
Literacy

창업강좌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연세창의공간의 개요

U-라운지 노후화 ICT 소비 공간 대학 창업확산

연세창의공간

Renewal 창업 Boom upCreative Space

이용자통합서비스

Makerspace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연세창의공간의 개요

Ideation

Teaming Prototyping

Fabrication Entrepreneurship

LIBRARY 창업지원단

연세 창의공간
Idea Making Space

정보

IDEA COMMONS MAKERSPACE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연세창의공간 Y-Valley

위치 경과

2016. 03. 창의공간조성 검토 시작

2016. 05. 창의공간 선포

2017. 02. 설계완료

2017. 05.   창의공간 오픈

예산

인테리어 1.0억

가구집기 0.5억

장비 1.5억

메이커스페이스(창업지원단) 0.5억

미디어월(기업후원) 1.0억

합계 3.0억(교비1.5억)

명칭

U-라운지 700평

교내명칭 공모전을 통하여

Y-Valley 선정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연세창의공간 Y-Valley

Idea Commons

Ideation Deck

Collaboration Booth

Media Wall

Idea Pump

Creative Talks

Start-up Table

Incubating Eagles

창업동아리 12개 선정(학기별)
협업부스 독점적 사용
집기/가구/세미나(Trekking) 제공

Trend Talks

Emerging Trend 세미나
Entrepreneurship 강연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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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창의공간 Y-Valley

메이커스페이스

데이터 처리 관련 오픈소스 도구

VR (Unity,립모션,구글카드보드)

IoT 실습키트 (아두이노)

3D Printing/Scanning/Modeling

공작도구 (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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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창의공간 Y-Valley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지원단연계교육

3D프린팅및스캐닝이용

5개월 이용현황

• 3D 모델링 기초-디자인집중과정(15h)
• 3D 모델링 기초-출력및후가공 집중과정(15h)
• 3D 모델링고급-제품제작과정(27h)

• FDM 방식: 3500명 출력 (3.5명/대/일)
• SLA 방식및 Scanning: 22건

프로그램 진행
• 3D 프린팅세미나: 14회 시행
• Trend Talk: 3회 시행(4차산업혁명, IoT관련, 학생창업 경험등)
• Trail(Y-Valley 대여프로그램): 3회 시행(연희동장사꾼, 향담등)
• Trekking(창업팀맞춤형세미나): 1회 시행(외부강사초빙)
• 스터디운영: Kaggle및크라우드펀딩 스터디

운영인력

• 정규직 : 0.5명
•계약직 : 1.5명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야간및주말 3D프린팅지원



연세창의공간 Y-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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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OT

Trekking(창업팀 1기 맞춤형 세미나)

창업팀 1기

창업팀 1기



연세창의공간 Y-Valley

04 연세창의공간 Y-Valley

1회 트렌드 토크 2회 트렌드 토크

3회 트렌드 토크Trail 프로그램



연세창의공간 Y-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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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아이디어 펌프



향후과제

IDEA COMMONS 공간 확장

창업 지원 기능확대

메이커스페이스 서비스안착

ICT(ICBM) Literacy 기능 강화

Café 설치

멀티미디어센터 + Information Commons + Makerspace
= 학생의 성장을 위한미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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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대형

yidh@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