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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하는 대회 메이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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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박 2일간 디자이너, 엔지니어,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Maker' 들이 만나 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디지털제작 장비와,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집중적인 시제품제작 과정을 통해 
'Working Prototype'(워킹프로토타입: 실제로 구동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행사 입니다.

MAKE-A-THON

"누구나" 참여하는 대회

※ 메이커톤 상표권 보유 / 출원번호 :  41-2014-0020970

MAKE + MARATHON

MAKE - A - THON｜02

메이커톤은 특정 전문가 집단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과 네트워킹은 물론 
개발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획자로 구분된 참가자들 간의 
적절한 팀빌딩을 통해 짧은 시간동안 시제품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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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최신 기술 트렌드와 주요 홍보 아이템(서비스, 제품 등)을 접목시키는       �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증대합니다.
。기업의 아이템(서비스, 제품 등)을 활용하거나 기업내 난제를
　해결하는 TEST BED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기업의 아이템(서비스, 제품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주최 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최 기관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합니다.
。주최 기관의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합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한 디지털 제작 기기를 사용해보고, 시제품 제작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전천후 메이커로 성장합니다.
。자신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팀빌딩부터 시제품 개발, 시제품을 발표해 보는 경험까지
　하드웨어 기반 제조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　업

기관 및 단체

참가자

자사 메이커톤 운영진은 미국 메사츄세츠공과대학(MIT) Fab Academy 수료 전문가 및 디지털 제조 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김 동 현

現 타이드인스티튜트 상임이사
디지털제조분야전문가
2015 MIT Fab Academy 수료
기계공학 · 전자전기공학 전공
UG-NX, EagleCAD, Arduino, CNC
레이커터, 3D프린터

황 유 선

現 팹랩서울 인스트럭터
팹랩서울 메인강사
2016 MIT Fab Academy 수료
제품디자인 전공
Fusion360, EagleCAD, Arduino, 
CNC, 레이커터, 3D프린터

강 택 수

現 팹랩서울 매니저
現 바이오랩서울 인스트럭터
2017 MIT Fab Academy 수료
환경공학 전공
Fusion360, Molding & casting, 
CNC, 레이커터, 3D프린터

정 현 구

現 타이드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
現 메이커톤 Director
2016 MIT Fab Academy 수료
제품디자인 전공
Rhino, Adobe, Keyshot, CNC
레이커터, 3D프린터

남 진 혁

現 팹랩서울 매니저
팹랩서울 메인강사
2018 MIT Fab Academy 수료
기계의용 공학 전공
Fusion360, Solidworks, CNC
Arduino, 레이커터, 3D프린터

김 영 식

現 메이커스프로 인스트럭터
설계/제조/양산/PCB 분야전문가
2018 MIT Fab Academy 수료
물리 전공
EagleCAD, Arduino, PCB
레이커터, 3D프린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메인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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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및�오프닝 아이스브레이킹

팀빌딩

팀별�메이킹 팀별�발표

투표�및�심사시상

아이디어�기획

디자이너개발자엔지니어

네트워킹 멘토링 디지털제조�교육

주요 과정

행사의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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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메이커스페이스 팹트럭은 자가발전이 가능하여 공간 제약 없이 
메이커톤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레이저커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제작에 필요한 공구와 재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레이저커터 3D프린터 비닐커터

3D스캐너 납땜용품 전자부품 각종공구

구　　　분 내 　　　용

사 　   　양 3.5톤 윙바디 특장차

제 　   　 원 W 6900 X D 2200 X H 3000 (mm) 

설　   　비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비닐커터, 발전기 등

필 요 공 간 W 7500 X D 4000 X H 4000 (mm) 

전　력　량 약 5KW

MAKE - A - THON｜08 MAKE - A - TH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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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총 개최 수 53회

총 지원자 수 3,670명

총 참가자 수 2,032명

총 팀 수 465팀

총 결과물 수 467개

구분 합계

Facebook 17,559명

IoT 트렌드 1,240명

Instagram 1,240명

뉴스레터 10,404명

메이커톤 기 참가자 3,670명

총 계 34,113명

2011년 설립이래 메이커톤 및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3만명 이상의 홍보 리스트를 보유하여 효과적인 참가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홍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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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양곤

총 53회 개최

* 2020년2월기준

[ 자사 홍보 리스트 ]

[기 메이커톤 포스터 예시]

[지역별 개최 수 및 정량지표 ]

당사 자체 홍보 마케팅 팀을 통해 포스터, 배너, 현수막, 단체복등
행사 전반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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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개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제품이 메이커톤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메이커톤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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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얀마 MAKE-A-THON2017년 SKT loT MAKE-A-THON

2018년 인천창조혁신센터 MAKE-A-THON2016년 삼정동 소각장 아트토이 MAKE-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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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정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학교 

지난 50회 이상의 메이커톤을 TIDE Institute와 함께한 기관리스트

역대 메이커톤 주최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