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견하자! 해결하자! 

Fixperts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제작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과 지식을 공유하는 
소셜프로젝트이다.
특별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수리 수선하는 경험을 
통해 누구나 수제작의 놀라운 힘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개개인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작은 것을 고치는 용기있는 
과정을 통해 잠재된 통찰력과 자신감을 
찾아주며 이는 가치 있는 창조이며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도모하며 우리의 생활을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될 것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

1.창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2.해결의 과정과 이야기를 영상을 만든다. 
3.다른사람들에게도 해결(fixing)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받는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혁신은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시행작오로 부터 나온다

 
공감을 키운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것 
그것은 영감과 동기를 주고 또한 난관의 
상황을 이해로 풀어나가게 한다.
 
탄력을 키우다.
탄력은 어려움 후에 다시 본래로 돌아오는 
능력으로 사람과 지역, 도시를 위해 탄려을 
발휘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정말로 필요한 것과 진실된 사람들과 일한다.
픽스퍼츠 프로젝트는 일반 테이프부터 3d
프린터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며 해결 결과물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발한 공유와 열린 접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Identify problems and solve them! 
Fixperts is a social project in which people share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knowledge by involving in 
handicraft on an online platform. 
Anyone, even those without particular advanced skills, can 
experience the wonder and value of handcrafting by 
engaging in the experience of fixing stuff they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If each and everyone tries to identify 
problems and fixes them, this will transform them into 
more courageous individuals and the whole process can be 
“a valuable creation.” This small effort will translate into 
better lives for the society in general by utilizing “social 
resources.” 

Problem Solving Process 
1. Get involved in the process to fix things for others along 
with creative people. 
2. Make a film that documents the process and the details 
involving the process. 
3. Encourage people to try to fix things in their daily lives 
and inspire them and get inspired from them.

For Better Society 
Encourage creative problem solving. 
Innovation comes from the ability to imagine alternatives 
and from trial and error. 

Develop empathy. 
Fixing for and with someone is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and motivation and helps people go through 
difficulties with an open mind. 

Build resilience. 
Resilience means the ability to bounce back after difficulty; 
for a person, a community or a city to be resilient can only 
be a good thing.   

Work with real people, with real needs. 
Every Fixperts project is made real-using everything from 
sticky tape to 3D printers. 

Promote Sharing and Open Access
Change can happen more quickly by sharing ideas and 
know-how that will make people’s lives b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