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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교육으로 스스로 선도하는 미래를 만듭니다.



Innovative education
Empowers you

To create Your own future

타이드인스티튜트
TIDE Institute(since 2011)

기　부
donation 

혁신적인 교육으로 스스로 선도하는 미래를 만듭니다.

법인 후원
타이드인스티튜트의 설립 목적과 미션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술 전문의 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 플랫폼 개발 전반에 관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인재 육성 프로그램 ‘Singularity Univer-
sity’의 서울챕터 주관사로, 인류를 구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의 GIC(Gloabl Impact 
Challenge)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SingularityU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원
Singularity형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TEU 
및 SingularityU Seoul Chapter의 GIC 운영 및 장학금에 기부금이 집행됩니다.

메이커 운동 후원
디지털제작소 팹랩과 공공 생물학 실험실 바이오랩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지역 소외 계층에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을 위한 팹트럭 운영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학교 입니다. 
‘혁신적인 교육으로 스스로 선도하는 미래를 만듭니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미래의 창업과 
사회혁신을 준비하는 이노베이터들을 육성하고, 기술을 통한 문제 정의와 
해결 도출을 위한 교육·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연구 및 개발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며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미래 이노베이터를 지원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하며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는 기부를 통해 운영되며, 기술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Singularity형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사업영역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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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 양성 교육을 위한 ‘TEU(TIDE Envision Universi-
ty)’를 2019년에 론칭하였습니다. 2019년 8월 TEU 1기 수료생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은 미국 MIT에서 시작 된 디지털 제작소(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타이드인스티튜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팹랩 ‘팹랩서울’을 2013년도에 개소하였으며, 수원, 
대전, 제주 등 전국 20개소 이상의 팹랩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팹랩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 세계 팹랩 구축 ODA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K-Lab(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주관)과 키르기스스탄 Fab Lab 
Bishkek(KOICA 주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에 론칭한 공공생물학 실험실 ‘바이오랩 서울’은 Bio 분야 메이커스페이스 
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명공학과 생물학을 학습하고 상상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현실화하기 위한 공공실험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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