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연구

정원중1, 최낙혁2*

1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장, 2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makerspace as a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Won-Joong Jung1, NakHyeok Choi2*

1Team manager, Future Technology Promotion Team, Gyeonggido Business & Science Accelerators
2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요  약 정부주도로 설립된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을 정리하였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ICT 디바이스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D·N·A 기술수요, 경영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D·N·A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기존 사업의 디지털전환 융합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스페이스를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에 이관하고 그 안에서 산학연 참여주체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
가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디지털전환, 디지털오픈랩, D·N·A

Abstrac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led makerspace did not reflect the actual 
demand of makers, so there was a limit to performance cre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kerspa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 to respond to 
policy demand.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akerspace by utilizing the government 
documents. Then, we conducted a survey of SMEs related to ICT devices that experienced makerspace, 
and analyzed their opinions on D·N·A technology demand, management difficulties, and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As results, the study propos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to upgrade  makerspace 
as a digital conversion platform as follows. First, due to the nature of the existing industry for 
introducing D·N·A technology, there is a limit for companies to enter the market on their own, so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expand 
an empirical test b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so that various types of 
metaverse contents can be discovered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nvergence models of existing 
businesses can be derived. Third, by modifying the support method to operate the makerspace as a 
platform that implements the government-led start-up support policy, boldly transfer what the private 
sector can do well to the private sector. The participants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should freely share ideas and help the common problem be solved. Based on the problems and the 
findings for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makerspace would be upgraded to a digital 
conversion platform suitable for the demand of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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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3년 메이크진(Mekezine)의 창간자인 Dougherty

가 처음 사용한 메이커(Maker)라는 용어는 ICT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국내에서 ICT기술과 결

합되어 기존 제조산업 고도화의 혁신주체로서 전국적으

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마크해치(M. Hatch)는 메이커

(Maker)를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의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쉬운 기술을 응용하여 폭

넓은 만들기를 하는 대중’으로 정의하였다[1]. 이러한 대

중으로서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플랫폼 형태로 제

공하는 작업장소가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이다. 

메이커 운동의 근간이기도 한 이곳은 메이커가 활동하는 

물리적 공간 겸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

합 공간이라는 특징도 있다[2,3].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

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작업공간이자, 이

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공간인 것이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급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창업과 맞물려 메이커스페이스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공공주도의 정책추진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공주도의 메이커스페이스 추진의 부작용으로서, 벤치

마킹의 대상이었던 팹랩이나 테크샵과 같은 브랜딩 창업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한계로 인하여 국내 메이커문화 조성 및 제조창업 생

태계 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메이커스페이

스는 하향식(Top-Down) 접근에 의한 운영방식과 공공

예산에 의존하는 운영으로 인해 자립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주도의 메이커스페이스 역할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

여,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메

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

안 도출을 위해, 국내 ICT 디바이스 산업 관련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학교(학생 및 창업동아리 등), 연구소 중에

서 전국 6개 디바이스랩1)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D·N·A(데

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수요와 기술도입 목적, 산

업군에 미칠 영향, 기타 정부지원 필요항목 등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정책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을 발

1) 전국에 6개의 ICT 디바이스랩이 있으며, 판교,송도,용인,충북,

전주,대구에 있다. 2022년부터 판교,대구는 디지털오픈랩으로 

전환되었다.

견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 메

이커스페이스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을 정리하고, 3장에

서는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한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메이

커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와 공급의 디커

플링을 실증 분석한다. 4장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고도

화를 위한 기존 메이커스페이스와의 연계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기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고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메이커스페이스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2.1 메이커스페이스 개념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는 메이커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랩, 제작소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 Sheridan et al.(2014)은 예술,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을 산출하는 비정규 교육

공간이라 설명한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정보기술을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4]. Koh & 

June(2015)은 최첨단 제조 기술과 장비를 통해 사람들

이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상하고 실물로 만들어보는 공

간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정의한다[5]. 국내연구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메이커의 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가 마련된 작업 장소이며, 메이커 운동의 핵심 요소 겸 

활동의 근원이라 설명하기도 한다[2,3].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Maker)들의 제작 활동에 

필요한 장비, 공간, 기술·비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는 곧 이용자 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으

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메이커스페이스 내에서 공유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메이커스페이스는 FabLab, 

Hackerspace 등의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1,50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

다. 2016년 기준, 북아메리카 483개, 유럽에 556개, 기

타 지역에 354개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6]. 

2.2 창업·혁신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앞서 살펴본 팹랩, 해커스페이스 등은 일정공간에 다

양한 디지털 기술장비(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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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제작경험을 제

공함으로서 창업 혁신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는 기업의 혁신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Halbinger(2018)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소비자 혁신활동 

및 확산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메이커스페이스가 혁신을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메이커스페이스의 혁신가들의 혁

신율은 집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비해 53% 가량 더 높다

는 사실도 보고되었다[7]. Browder et al.(2019)은 메이

커스페이스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비 및 디지털 제조기술 공유를 통해 제조기업(생산자)

의 첨단제조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8]. 

이러한 메이커스페이스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산업혁명

을 의제로 제안한 이후, 기술중심의 스타트업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 혁신형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혁신형 공간이자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도 기여하였다. Walter-Herrmann & Büching 

(2014)은 팹랩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경영에 대한 컨설

팅과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기술기

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9].

2.3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현황

국내의 경우는 정부주도의 메이커스페이스가 다수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273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지난 

2018년부터 구축되었다.2)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메이

커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D 프린터, 아두이노(교육용 키트), 목공 등 시

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여 메이커들의 아이디어가 창

업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

이커스페이스에는 고가의 각종 제조장비(3D 프린터 등)

와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자들은 무료 또는 

소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자유롭게 개별적인 작업을 진

행할 수 있다[10]. 

2) 중기부 메이크올(https://www.makeall.com/) 참조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부처는 아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부처에 따라 육성 방

향과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기술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기존 산업 및 창

업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5G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

기업부는 전문랩과 일반랩을 바탕으로 국내 창업활성화

의 전진기지로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

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기술이 콘텐츠와 결합하는 산업 

및 창업육성의 플랫폼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Ministry
Business 

Name
No Service

Science 

and ICT

Idea Factory 22
Idea-based trial production, UCC, 
etc. support to realize imagination

ICT 3D 
Printing 
Center

9

Support for (preliminary) startups and 
startups, prototype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3D 

printing

ICT Device 

Lab
4

Discover ideas for IoT device deve 

lopment and provide a space for ma 
nufacturing equipment

Digital Open 
Lab

2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 
N·A innovative devices and services 
through digital convergence with 
new ICT technologies (5G·AI, etc.)

SMEs 

and 
Startups

Professional

Lab
19

Support for advanced equipment (in 
dustrial 3D printers, etc.) to deve lop 

and support professional maker 
activities into manufacturing startups

General Lab 195
Introductory support to makers thro 
ugh education and experience for st 
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Culture,S
ports and 

Tourism

Contents 
Korea Lab

21
A studio production space to support 
content development such as game 

contents

Table 1. Domestic Makerspace of Government

향후, 정부는 2022년까지 367개의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 학생 및 청년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메이커 

활용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를 인프라 구축의 주요방향으로 설

정하여 국민들의 메이커 활동 참여 유도와 네트워크 형

성 등 저변확대, 창업보육 및 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3)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2단계 효율화 방안

(2021.3, 관계부처합동)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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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문제점

3.1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한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실

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2.3%4)정도에 그친

다.[11]이는 기존 메이커스페이스가 3D 모델링 등 단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의 구성과 시제품(prototype) 

수준의 제작지원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이 필요한 실

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 특히 중기부에

서 전국에 구축한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몇 년간 국내 

메이커문화 확산 및 일반인들의 메이커 활동 참여유도를 

통한 창업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범용성 위주로 구

축된 일반랩의 보유장비는 제조창업에 필요한 전문 시제

품 제작 및 양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메이커

스페이스가 메이커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부정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 일반랩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방식을 전

문화된 제조장비 및 시설을 갖춘 전문랩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도 2021년 메

이커스페이스 전문랩 7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시제품 제

작과 양산 등 제조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12]. 

향후에도 빠른 기술발전의 변화에 따라 더 다양한 수

요가 발생할 것이다. 5G,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산업

에 대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ation)5)에 대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구체적으

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5G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이러한 소프트웨

어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

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

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

려면,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로는 지원기능의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현장의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향후 메이커스페

이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성과 조사(2018,창업진흥원)

5)  DT 또는 DX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은 사물인터넷(IOT), 클라

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

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디지털 구조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에 대한 실증분석

정책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디커플링(Decoupling)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디커플링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의 핵심적 개념으로 1970년대 느슨한 결합체제에서 등

장하였다[13]. 디커플링(Decoupling)의 개념은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간의 괴리

가 있는 현상[14] 혹은 제도와 현실의 어긋남[15]으로 정

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수요와 현실의 정책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분야와 방법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대상은 ICT 디바이스 및 융합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수혜 대상자인 중소스타트업으로 

설정하였다.

3.2.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의 대상은 국내 ICT 디바이스 산업 관련 중

소벤처 및 스타트업, 학교(학생 및 창업동아리 등), 연구

소 중에서 전국 6개 디바이스랩6)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기업 135개사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총25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D·N·A(데이터,네

트워크,인공지능) 기술수요와 기술도입 목적, 산업군에 

미칠 영향, 기타 정부지원 필요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조

사하였다.

설문은 2021년 1월7일부터 15일까지 기존 ICT 디바

이스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에 대해 이메

일로 진행하였고, 총135개사가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소

속은 벤처 및 스타트업이 68%, 중소기업 24%, 학계 및 

연구소 4% 순이었으며, 경영 및 임직원이 69.6%, 개발

자 22.4%, 예비창업가 및 학생이 4%로 나타났다. 

3.2.2 분석결과

기업경영 및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애

로사항은 R&D 자금지원이 66.4%로 가장 컸으며, 시제

품 제작 등 제품화 61.6%, 투자유치 48.8%, 유통(판매)

을 위한 홍보 44.8%, 개발장비/기자재 확보 및 네트워킹 

30%, 기술멘토링 28%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사업

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요구사항은 산업현장 수요가 반

영된 정책수립 40%, 민-관 협업을 통한 지원 부족 24%, 

6) 전국에 6개의 ICT 디바이스랩이 있으며, 판교,송도,용인,충북,

전주,대구에 있다. 2022년부터 판교,대구는 디지털오픈랩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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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별 지원받은 성과의 연계 부족 15.2%, 이종

산업과의 연계·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D·N·A 기술의 목적과 적용영역에 대한 결

과는 다음 Fig. 1과 같다. D·N·A 기술도입의 목적은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64.8%, 기존 사업의 디지털 전

환 36%, 기존 사업의 문제해결 및 효율 개선 27.2%, 신

규 고객 확보 또는 신시장 진출 17.6% 순으로 분석 되었

다. 특히 D·N·A(Data-Network(5G)-AI) 기술 적용을 

위한 분야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76%로 가장 높았고, 인

공지능(AI) 기술 활용지원 64.8%, 국내외 인증 연계지원 

60.8%, 빅데이터 기술 활용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57.6% 순이었으며, 협업 또는 적용하고자하는 분야는 제

조분야가 가장 높았다.

Purpose of D·N·A technology

D·N·A technical field

Fig. 1. Purpose of technology and field of application

D·N·A 기술 활용 방법은 전문 인력 확보 28%, 외부 

연구소 등과 협업 20.8%, 전담조직 신설 및 TF 운영 8% 

이었으며, 기술 활용 중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 

초기비용 42.4%,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 문제 17.6%, 비

즈니스 사례 부족으로 인한 정보부족 15.2%로 응답하였

다. D·N·A(Data-Network(5G)-AI) 기술이 해당 산업군

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8%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80.8%이상이 준비·연구 중이거나 

적용 중이다고 응답하여 D·N·A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오픈랩과 같은 D·N·A기

술 지원플랫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항목 별 응답

자 93.6% 이상이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D·N·A 기술 관련 SW 개발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

요하다는 응답이 92.8%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수였다.

5G 통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인 

MEC7) 서비스 개발 활용 계획은 엣지(Edge) 서버를 통

한 고속 AI 알고리즘 수행이 44%로 가장 높았고, 5G 디

바이스와 연동하는 서비스 개발이 41.6%이었다. MEC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범위는 플랫폼 기반의 

SW 개발자 환경 지원 32%, 타 서비스와의 연계 및 연동

을 통한 新서비스 창출 지원 23.2%, MEC 서비스 활용

을 위한 SW 구조 설계 및 컨설팅 지원 19.2%, 상용망 

기반 5G 서비스 테스트 환경 지원 12% 순이었다.

품질검증 필요 분야는 국내외 인증제도와 연계한 품질

검증 시험 및 시험규격 제공 60.8%, 1:1 맞춤형 상세 정

보 제공 58.4%, 제품개발 완료 전 검증시험 및 애로기술 

컨설팅 52.8%으로 분석되었다.  

3.2.3 소결

설문자료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옴에 따라 관련 산업군에 

영향이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D·N·A 기술적용을 통해 

신사업 발굴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 및 D·N·A 기술적용에 따른 초

기 구축비용과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부족해 기

술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정부차원의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시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특히 최

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5G 기술에 대한 개발

수요와 더불어 타 서비스와 연계 및 연동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 수요는 눈여겨 볼만 하며, 국내외 인증

제도와 연계한 품질검증 시험 및 시험규격 제공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D·N·A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7) MEC(Multi Access Edge Computing)는 트래픽 및 서비스 

컴퓨팅을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엣지로 이동시

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대신 네트워

크 엣지에서 데이터를 분석·처리 및 저장하는 기술로 5G 통신

을 최적화 및 지능화하는 기술이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604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R&D 자금 및 제품화, 투자유

치, 판로개척 등 기업 전주기적인 경영환경 애로는 

D·N·A기술 지원 외에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하향식

(Top-Down)접근에 의한 정책수립, 민관협업이 아닌 정

부주도의 지원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며, 강도 높은 관

리절차와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지원 받지 못하는 기업

애로는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

는 대목이다.

4.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

4.1 디지털오픈랩 도입

디지털오픈랩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컬어지는 

판교테크노밸리에 2021년 12월에 오픈하였다. 개발공간

(616m2)과 보육공간(980m2)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이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5G 전용망, 

MEC 플랫폼, VR/AR 디바이스 등 전문 개발환경을 구

축하고 있다.

Table 2에 정리한 것처럼, 기존 메이커스페이스와 같

은 교육장, 회의실, 3D 프린팅 제작실을 갖추어 놓았으

며, 아울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시제품(prototype) 제작, 관련 기술교육 등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5G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초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보육(Incubating)을 통해 

관련사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오픈랩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디바이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신모듈 등 하드웨어개발 및 소프트웨어 설

계툴, AI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

형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공 수요

를 기반으로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적용한 디바이스 

고도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R&D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

술로 각광받고 있는 5G, AI 기술을 활용해 디바이스 개

발이후,  5G 단말 국제표준규격시험을 위한 ICT 인증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ICT 디바이스 

위주의 집중지원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기존 메이커스페

이스와 같이 전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

의 아이디어 지원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한

계가 있다. 

Division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support

A space to develop and experiment with 
technological ideas based on D·N·A (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e development support 
services such as SW (SW development and design) 

and HW (5G communication network, MEC, 
prototype production)

Technology
consulting

• MEC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 
customized consulting

- Customized consult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software optimized 

for 5G MEC for ICT innovative device development 
companies

• Customized consulting support for AI convergence 
consumers

- Provide AI technology suitable for the level by 
analyzing the SW and AI understanding of 
consumers through a survey with customized 
technical support based on consumer analysis

D·N·A
Convergence
ecosystem

• Digitalopenlab manages D‧N‧A new industrial 

council 
• Proposal of linkage with related facilities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 Establish a policy to activate the D·N·A   ecosystem

D·N·A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 Digital convergence project support
- Utilizing D·N·A related companies, converge

   D·N·A technology with existing devices owned
   by SMEs to upgrade
• ICT innovative device and service support
- Support development of ICT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specialized
   manufacturing companies
  ※ Supported fields: design, PCB, external  

production, SW (AI, Big Data, 5G)

• Public convergence device development support
-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support for
  innovative devices for public sector ICT (D·N·A)
  technology based on demand from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novative

device ICT
certification 

linkage

• 5G, AI-based innovative device verification and 

consulting and cost support
- 5G terminal international standard test, ICT 

convergence quality certification, SW quality 
certification, IoT device solution verification, etc.

Commerciaizatio
n

Support

• Support for global market entry
- Product promotion through joint op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ICT exhibitions (MWC, World 
IT Show, etc.)

• Investment attraction support
- Reinforcement of investment attraction capacity 

and support for investment attraction

Source:　www.digitalopenlab.kr

Table 2. Digital Open Lab Business Details

4.2 기존 메이커스페이스와의 연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

련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의 수

요가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환을 위한 5G 통신 인프

라를 기반으로 AI 개발을 지원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가 기존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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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높으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설문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

업은 D·N·A 기술적용을 통한 신사업 발굴 및 디지털 전

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구축 비용과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진 메이

커스페이스와 디지털오픈랩 간 연계를 통해 메이커스페

이스가 보유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제품 제작지원의 강

점과 디지털오픈랩이 보유한 ‘D‧N‧A 융합을 위한 시

설‧장비‧인력 지원’의 강점을 연결해 메타버스로 촉발

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

메이커스페이스와 디지털오픈랩의 비교에서 보듯이 

디지털오픈랩은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을 보유한 스

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더불어 

5G, AI 기술을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인프라(5G 전용망, MEC 플랫폼, VR/AR 

디바이스 등)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기존 메이커스

페이스와 차별화 되어있다. 

아울러, 최근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XR8)기술이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과 중소기

업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오픈랩의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3 정책지원 방안

최근 수요가 높아진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관련 기

술은 현재까지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비

즈니스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

털 전환 플랫폼을 활용해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

화 할 수 있도록 정책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

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D·N·A 기

술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합해 아이디어에서 제품개발, 판매에 이르

8)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이다(출처: ICT시사상식2021, 네이버).

Digital Openlab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akerspac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urpose of 
application

∙(Policy) Fostering DㆍNㆍA 

global startups to create 
new ICT industries

∙(Base) Establishment of 
convergence development

foundation for new ICT 
technologies(5G,AI, VR/AR, 
etc.) for digital convergence 
and trans formation

∙(Policy)Establishment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induce people to 

participate in maker 
activities

∙(Base) Establishment of 
prototype production base 

(3D printer, scanner, 
precision processing 
equipment, etc.) for 
maker 

education/experience and 
manufacturing

Support 
areas

∙High-tech device pro ducts 
based on new ICT 
technology

※ 5G, IoT, AI, cloud, big 

data, VR/AR, etc.

∙All industrial equipment 
such as metal processing, 
fabric, jewelry, and works 

of art

Support 
target

∙ Focused on ICT technology 

innovation-type ventures 
and start-ups

∙ Focused on general and 
prospective entrepreneurs

Support 
space

∙1
∙214
(General 195, Professional 
19)

Support
configuration

∙DㆍNㆍA development 
space(5G zone, AI zone, VR 

zone, etc.), ICT new 
technology exhibition/ex 
perience space, network 
ing space(technology se 

minar, technology ex 
change,investment,etc.),cor
porate residence spa ce, 
etc.

∙ Space for product 
production and education

Support 
contents

∙(5G) MEC platform and 
MEC technical support

∙(AI)AI platform support and 
AI technical support

∙Support for D·N·A fusion 
prototype production

∙Support for prototype prod 
uction, creative education, 
experience, etc.

Table 3. Dgital Open Lab vs Makerspace

∙Support for new ICT
technology certification

∙Support for global advance 
ment such as ICT interna 
tional exhibition hall and 
foreign investment attrac 

tion

support 
equipment

∙5G testing equipment, MEC 

platform,VR/AR equipment, 
experience devices, etc.

∙Prototype production 
equipment (3D printer, 

CNC, etc.)

∙Equipment for each field 

such as woodworking, 
metal, cera mics, leather, 
etc.

∙Prototype production equip 

ment such as 3D printer

D‧N‧A 

facilities 
and 

equipment

∙MEC platform, AI platf orm 
linkage support, 5G test 
bed, 5G chip set, etc.

∙None

professional 
manufacturi

ng 
equipment

∙Part of ICT prototype 

production equipment
(3Dprinter, scanner)

∙Various industrial 3D 
printers, 3D scanners, 

precision processing 
equipment, etc. in 214 
location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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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전주기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존 인프라 등 범부처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디지털오픈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군별 정책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정

책수요를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범부처와 연계해 디

지털 전환 및 융합을 위한 컨설팅, 제품화, 마케팅 등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확대·운용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실증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최근 공공

기관 및 대기업 등이 경쟁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제페

토,게더타운,로블럭스 등)에 타운을 구축해 마케팅 차원

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화

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주체가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무

엇보다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 충분한 검증과 테스

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디지

털오픈랩 등과 같은 ICT 신기술(5G,AI)을 통해 기존 제

품의 성능 고도화, 공정장비 공동이용, 협업 프로젝트 기

획 등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에 구축되어 있

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자원, 인력,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고도화 한다면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전환·융합 모델

이 도출될 수 있다.

셋째,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메이커스

페이스에서 탈피해,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

히 민간에 이관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참여주체가 자유롭

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정부지원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기

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주요 

국가 및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이룬 국내 통신환경의 이점을 살

려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메이커스페이

스에서 탈피해, 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동개발, 기술지원,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은 민간으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정부는 디지털 융합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 및 자금지원

을 담당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현황 및 지원한계에 

대해 확인하고, 최근 메타버스로 촉발된 AI, 5G 등 디지

털융합 기술(D·N·A)에 대한 수요와 기업의 경영 애로사

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중

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D·N·A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발굴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5G 기술에 대한 개발수요와 

타 서비스와 연계 및 연동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산업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하향식

(Top-Down) 접근에 의한 정책수립, 민관협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지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D·N·A 기술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비즈니스 

사례 부족, 기술적용 초기비용의 애로가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D·N·A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신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를 정부주

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만 국한하

지 말고 민간에서 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관하고 메

이커스페이스 내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

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의 메이커스페이스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AI, 5G 기술과의 융합을 지원하는 디지털오픈랩과 전국

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연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통

합 지원 플랫폼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

나 공간 활성화 관련 단편적 실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

나, 최근 인공지능 및 5G 기술 등 메이커스페이스를 이

용하는 기업의 D·N·A 기술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 제작지원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를 

D·N·A 기술과 연계된 디지털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간으로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기존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을 정리하고, 전국 6개 

디바이스랩을 이용했던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

심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D·N·A 기술도입을 위한 

개발수요와 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현장의 수요를 설

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요분석 결과는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촉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첨병으로서 메이커스페이

스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자료수집의 시간적·자원적 제약으로 인하여 전

국 273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모든 중소기업 및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연구 607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메이커스페이스 운

용실태와 이해관계자들의 설문분석을 통해 메이커스페이

스가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서 고도화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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