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강원지역혁신포럼 프로젝트 제안서
이름

소속

연락처

E-mail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나래

신청자

프로젝트명
실행기간
지역

강원도의 NEW 슬로건 “메이커문화 선도지역 강원도” 만들기 프로젝트
6개월 시범운영 (1주일에 2학교, 약 6개월간 50여개의 학교 상대로 교육서비스 시행)
강원권(시범운영 원주권 및 신청학교)
1. 시범사업으로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메이커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

프로젝트
목표

2. 선별적으로 창의융합과정을 진행하여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시행
3. 강원도를 메이커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을 때의 가능성을 확인
4.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시행

키워드

4차산업혁명

교육기회 불균형

주민이탈

발견한
사회문제

도심권과 비교하여 강원도가 미래산업에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 결과
학령인구를 보유한 가족의 52%는 기러기 아빠,엄마 생활을 강제당하고 있음

키워드
프로젝트
요약

민관협력

메이커문화

새로운 지역사회슬로건

해결

1.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나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 및 인프라 확보

아이디어

2. 사회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미혼모) 에게 전문강사교육으로 일할 기회 제공
3. 전문강사의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교육기회 불균등 해결
사회적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의 교육 불균등을 해결하여
메이커 생태계 조성의 발판마련

해결시,

키워드

주민이탈 방지

새로운 인구유입

새로운 일거리 제공

지역에
미치는
영향

청정지역 + 첨단미래기술의 조화 기반마련
균형잡힌 4차산업혁명 교육기회 제공
메이커문화의 중심지 발판 마련

소요 예산

본 제안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 1회 강원지역혁신포럼』에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2018년.

10

월. 29

일.
신청자

:

(서명)

프로젝트 계획서
1. 문제 설정
○ 사회문제

출처 : 2017~2018 기사 모음

핵심 문제 : 강원도와 도심권 미래기술(4차산업혁명과 관련)의 교육기회 불균등 현상
- 학령인구 가족의 강원권 이탈
-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48%, 기러기 아빠,엄마 발생
-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 제안 목적 및 배경
문제 해결 이유 : 자녀의 미래교육을 책임짐으로서 인구유입과 강원도 발전에 기여
배경 사례소개 :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 “서울에서 왔더니 교육시킬 곳이 없어요” ,
- “서울에서 코딩 교육하러 아이랑 다녀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 “아이는 서울에 있습니다.”
○ 해당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
발생 원인 :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환경 미구축
○ 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한계점
기존 원인 : 장비 구축 투자비용 발생 , 관련 인프라 및 인력풀 부족 , 민관 협력 부족
- 4차산업혁명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발생
-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2. 해결방안
○ 해결 방법

2018년 나래 교육장 구축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나래는 위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전문기업 5곳이 모여 창립
- 4차산업관련 전문인력 확보
- 3D프린터 및 코딩 관련 장비 확보 전국규모 ( 약 30대 ) ※ 전국 5대규모
- 최대 하루 200명 수용가능 교육장 확보 ( 원주 시청앞 교육장 임대 )

1회 50명

★★★ 메이커 선순환 생태계 조성 ★★★
1. 강사양성 : 사회소외층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등 )에게 교육강사 기회 제공 180h
2. 강사교육 : 전문강사교육을 이수한 강사진들이 학교에서 교육 제공
3. 나래지원 : 미래산업에 대한 강사교육 및 교재준비 재료, 및 장비 지원
4. 교육기회 : 학생들은 교육기회를 제공 받음
민간 만으로 강원도를 “메이커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
○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 “메이커의 중심은 강원도“
목 표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체험식 교육

미래산업의 교육기회 제공

메이커 꿈나무 양성 교육

메이커 희망학생 전문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

일반인 체험 교육

일반인 메이커 인식 개선

메이커 전문가 양성

강사양성 과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메이커 교육

위와 같은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 “메이커 선순환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기 관

투 자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나래

장비, 인력, 인프라, 교육과정, 등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미혼모)

강사기회 제공

유관기관

직원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예산

3. 기대효과
○ 지역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가 메이커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난다면 역으로 강원도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학령인구 가족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 지속가능성
미래를 바라보는 프로젝트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계속 된다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확산가능성
기반을 가지고 있는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강원
도 전역으로 확대가 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