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ker Faire Tokyo 2019 참가 선발 안내 

LG사랑의다문화학교에서 “메이커 페어 도쿄 2019(Maker Faire Tokyo 2019)”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

합니다. 5기 몰입교육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Maker Faire란? 

Maker Faire란, MAKE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DIY(Do-It-Yourself)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예술, 공예, 

공학 프로젝트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첫 Maker Faire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 마테오(San 

Mateo)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해 개최되어 

2018년엔 전 세계적으로 198개나 되는 Maker Faire가 

개최되었습니다. 

Maker Faire에는 수없이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시됩니다. 전자 공학 / 로봇 / 3D 프린터 / 텍스타

일과 공예 / 과학, 생물학 및 화학 프로젝트 / 우주 공학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의수 

 

자전거 페달로 전원 공급하는 무대 

 

레일을 따라 소리와 빛을 내는 기차 

 

모자이크 핀홀 카메라 
 

속도를 바퀴에 표시해주는 자전거 

 

운동 상태를 표시해주는 신발 



 

 

2. Maker Faire Tokyo 2019 

메이커 페어 도쿄 2019는 O'Reilly Japan에서 진행하는 Featured Maker Faire로 올해 여덟 번째 

열리게 됩니다. 2018년엔 6개 국가에서 참가했고, 600여개의 시제품이 전시됐으며, 약 2만 3천명

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전시 및 프로그램을 관람하며 즐겼습니다. 

-  일자 : 2019년 8월 3일(토) ~ 8월 4일(일) 

-  장소 : 도쿄 빅사이트 West Hall 3 & 4, 일본 

-  공식 홈페이지 : Maker Faire Tokyo 2019 

 

3. 참가자 선발 안내 

1) 참가 목적 

- LG사랑의다문화학교의 과학과정 교육 성과물과 프로젝트를 해외 메이커페어에 전시 및 

발표 

- 해외 융합 과학 기술 프로젝트 관람 및 체험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 함양 

 

2) 지원 대상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으로서 LG사랑의다문화학교 5기 몰입교육 대상자 전원 

 

3) 준비 일정 

내용 세부 내용 일정 

참가자 모집 - 6월 10일(월)~17일(월) 

합격자 발표 - 6월 21일(금) 

Kick-off 미팅 아이디어 미팅, 프로젝트 주제 선정 6월 29일(토)(미정) 

1차 미팅 프로젝트 제작 7월 13일(토) 

2차 미팅 프로젝트 제작 7월 20일(토) 

3차 미팅 프로젝트 제작 및 최종 리허설 7월26일(금) ~27일(토)(미정) 

메이커페어 참가  8월 2일(금)~ 5일(월) 

※ 위 일정은 LG사랑의다문화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makezine.jp/event/mft2019/


 

 

4) 제출 서류 

① “Maker Faire Tokyo 2019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② 일본어 또는 영어로 프로젝트에 대한 1분 스피치 동영상 촬영(스마트폰 가능) 

③ 신청서와 1분 스피치 동영상을 6월 17일(월) 23:00까지 kanne@kaist.ac.kr 발송 

* 프로젝트 키워드 : 생활로봇, IoT, 아두이노, 블루투스통신, 인공지능, 공감, 환경, 3D프

린터 

 

5) 선발 절차 

- 봄학기에 진행된 몰입교육 디자인씽킹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를 토대로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 최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된 팀에서 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팀에서 2명을 선발. 이때 선발

기준은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선발 

 

 

※ 문의처 

042-350-8575 / kann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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