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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의 플랫폼, 적정기술미래포럼

홍 성 욱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적정기술미래포럼

적정기술미래포럼은 적정기술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2011년 1월‘제1회

적정기술포럼’을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 다.

지금까지 적정기술포럼, 적정기술아카데미, 적정기술 독후감 공모전, 청소년 인간중

심 문제해결 경진대회, 청소년 적정기술 캠프 등의 행사를 주최하 으며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블로그(www.approtech.or.kr)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에서는 적정기술미

래포럼이 지난 4년 동안 한밭대 적정기술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사업을 간략히 소개

하려고 한다.

1. 들어가며

201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던 12월 어느 날 저녁에 용산역에 있는 대형서점 강의

장에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된‘소외된 90%를 위

한 디자인(Design for the Other 90%)’전시회 개최와 함께 발간된 동명의 적정기술

서적의 한국어판 출간기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강연과 함께 진행되었던 출

간기념회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은 이런 형식의 포럼을 2011년 1월부터 지속적으

로 진행하기로 결정하 고, 이것이 적정기술미래포럼(구 적정기술재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관리, 적정기술 포럼 및 아카데미 운 , 청

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 진행, 적정기술 관련 도서 및 논문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적정기술의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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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 및 카페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는 현재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로그, 적정기술정보센터와 인간

중심 문제해결자 네이버 카페, 이들에 대한 3개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적정기술미래포

럼 트위터를 한밭대 적정기술연구소와 함께 운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다

음 표에 이에 대해서 요약하 다.

3. 포럼 및 아카데미

3.1 적정기술포럼
‘적정기술미래포럼’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적정기술포럼’을 개최하면서 시작

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정기술을 소개하는 적정기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11년 1월에 용산역에서‘제1회 적정기술포럼’을 개최한 이후 지

금까지 6회에 걸쳐서‘적정기술포럼’을 개최하 으며 <표 2>에 요약하 다. 적정기술

포럼의 발표 자료와 동 상은 적정기술정보센터 카페(cafe.naver.com/atinfocenter)와

<표 1. 온라인 사이트 요약>

적정기술미래포럼
www.approtech.or.kr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블로그 대한 소개

적정기술정보센터 http://cafe.naver.com/
적정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카페 atinfocenter

인간중심문제해결자 http://cafe.naver.com/
디자인사고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카페 hcproblemsolvers

www.facebook.com/
적정기술미래포럼 페이스북 페이지approtec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

적정기술정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atinfocenter

www.facebook.com/
인간중심문제해결자 페이스북 페이지hcproblemsolvers

트위터 www.twitter.com/approtec 적정기술미래포럼 트위터

명칭 특징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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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미래포럼 블로그(www.approtech.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3.2 적정기술아카데미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는 2011년 3월에‘제1회 적정기술아카데미’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적정기술 아카데미를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

다. 적정기술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7주(1, 2회) 또는 6주(3~8회)간 진행되

며, 적정기술 개론, 적정기술과 디자인,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

력에 대해서 배우고, 팀별로 적정기술 해결책에 대한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아카데미를 수료한 수강생은 약 250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약 50% 정도는 대학생이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정기술 솔루션에 대한 발표 자

료는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로그(www.approtech.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적정기술에 디자인사고를 접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1회 교

육자를 위한 적정기술-디자인사고 아카데미(2014. 11. 1~11. 22)’와‘제1회 대학생

을 위한 적정기술-디자인사고 아카데미(2014. 10. 1~12. 3)’를 진행하기도 하 다. 

<표 2. 적정기술포럼 및 아카데미 요약>

일시 주제장소

적정기술 포럼

Technology, Design and Entrepreneurship
for 90%용산역2011. 1. 251회

Technology, Design and Entrepreneurship
for 90%용산역2011. 6. 202회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중소기업진흥공단2011. 9. 33회

적정기술과 비즈니스발명진흥회2012. 9. 84회

특정주제 없음발명진흥회2013. 9. 75회

특정주제 없음연세대학교2014. 7.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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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는 대전 지역 과학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적정기술 교사연

구회’와 함께 2012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진

행해 오고 있으며 <표 3>에 이에 대해서 요약하 다.1) 적정기술 캠프와 워크숍은 1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는 공교육 현장에

서 적정기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학기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표 4>에‘제

2회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수상작을 정리하 다. 1회 대회와 비교해서

<표 2. 적정기술포럼 및 아카데미 요약>

일시 팀 프로젝트 주제장소

적정기술 아카데미

교육을 위한 컨테이너, 화덕의 구조개선 및
대체연료 개발, Better Water Kit, 수상가옥

빈민층 대상 수경농업 보급
용산역2011. 3. 5~

4. 161회

Vandi of Africa, Open Recycling, Ah!,
Dew Collector용산역2011. 5. 7~

6. 182회

Rain Storage System, Co Co Shoes,
Mercury Free Mining, 연필과 종이로

네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지속가능한 농업 등
한양대2012. 3. 1~

4. 143회

백신 저온저장 가방, Worm Farm, 
인도 세탁 조합, Energy Maker한양대2012. 5. 12~

6. 164회

디자인으로 하는 물 절약, 요술 칠판,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리어카 개선, 세네갈 식수 문제 개선 등연세대2013. 3. 16~

4. 205회

일랑일랑 꽃을 구하라, 행복마을 프로젝트, 
저가 운송수단, 음식물 쓰레기 악취 탈출,

가전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
연세대2013. 5. 4~

6. 86회

e-Waste, 왕겨발전, 팜 트리 재활용,
봉제 산업, 가전 폐기물 처리 등중앙대2014. 3. 15~

4. 197회

보건 위생 프로그램, 배변을 이용한
소득 창출, 전통 놀이 키트, 과학 키트중앙대2014. 9. 13~

10. 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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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대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을 보 다.

‘제2회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는 KBS 대전방송의‘뉴턴의 사과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 다.2) 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러그(www.approtech.or.kr)와 인간중심 문제해결자 카페

(cafe.naver.com/hcprobemsolv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청소년 적정기술 프로젝트 요약>

1회 2012. 8. 25 한밭대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기술

청소년 적정기술 캠프 2회 2013. 7. 20 한밭대 인간중심 문제해결자되기

3회 2014. 9. 13~12. 26 장안고 인간중심 문제해결자되기

1회 2012. 12. 15 한밭대 적정기술과 디자인

2회 2013. 2. 7 한밭대 적정기술과 창조성 교육(1)

3회 2013. 3. 9 한밭대 적정기술과 창조성 교육(2)

1회 2013. 12. 28 한밭대 본선 29팀 참가

2회 2014. 8. 30 한밭대 본선 46팀 참가

행사명 장소 주제일시

적정기술-디자인씽킹
워크숍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

<표 4. 제2회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 수상작>

대전괴정고 슈룹 머리카락이 끼지 않는 우산

대전성모여고 Solution 농업인을 위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

대전괴정고 위기의주부들 쉽게 벗을 수 있는 고무 장갑

대전성모여고 맨소래담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

대전성모여고 Supernova 3단 접이식 목발 개발

대전여고 슈팅스타 칠판을 빠르고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

충남고 Supernovae 책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보자

대전여고 도매니조 롤 빗에 엉킨 머리카락 제거

대전한빛고 S4 청소도구를 이용해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

대전구봉고 H.O.T 자가발전 손전등

충현고 490% 현대인들을 위한 실용적 도구

대전구봉고 Salad 우산꽂이

충현고 다크써클 탈부착 교과서

학교 주제팀명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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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기술 관련 저술활동

5.1 적정기술 도서 발간 및 독후감 공모전 개최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는 단체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2010년, 에딧더월드)’이외에도 2011년에‘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살림출판사)와

2012년에‘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에이지 21)을 발간하고 대중에게 적

정기술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적정기술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표 5>에‘제4회 적정기술 독후감 공모전’수상작을 정리하 다. 지난 4년 동안 본

공모전에 100편이 넘는 독후감이 접수되었으며,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로그를 통해 발

표되었다. 

5.2 적정기술 논문집 발간
한밭대 적정기술연구소에서는 적정기술미래포럼 설립 이전인 2009년부터 국내 유

일의 적정기술 관련 논문집인 <적정기술>을 발간하고 있었다.3) 2009년과 2010년에는

년 1회 발간하 으나, 적정기술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표 5. 제4회 적정기술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성철권 경희대 적정기술,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보이는 것

김 연 서울시립대 두 마리 꿈 이야기

김예은 부산일과학고 적정기술 도대체 그게 뭔데?

이주혜 단국대 내가 경험한 적정기술, ‘공유(共有)’라는 가치

김광희 충남고 공감, 미래, 그리고 적정기술

김희재 인하대 적정기술, 비즈니스가 답이다

서미연 카이스트 적정기기술술이 아닌 적적정정기술

송기연 대전괴정고 적정기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비즈니스

송명진 대전괴정고 비즈니스적 적정기술

양재모 보인고 나의 진로를 바꿔준 적정기술

이다슬 대전성모여고 사람을 살리는 아이디어, 적정기술

임진아 대전여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적정기술

성명 제목소속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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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ISSN 번호를 획득하 다. 지금까지 <적정기술>

을 통해서 약 50편의 적정기술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표 6>에 정리하 다.

<적정기술>에 발표된 논문은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러그(www.approtech.or.kr)와 적

정기술정보센터 카페(cafe.naver.com/atinfo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적정기술> 논문집에서 다룬 주제는‘새천년개발목표와 적정기술’, ‘인권

과 적정기술’, ‘이주와 적정기술’, ‘젠더 이슈와 적정기술’, ‘지적재산권과 적정기

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적정기술’,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적정기술’등 매

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6. 적정기술 논문집 발간 현황>

손화철 적정한 적정기술

홍성욱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현황

이동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적정기술 활용사례

이재 적정한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의식, 이성, 선택

김정태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기술

이주성 사회적 기업과 대학교육

신근식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

이종욱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의 활용가능성
고찰

김만갑 적정기술을 통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 저감 및
난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노윤수외 4인 적정기술을 활용한 해외 사회적 기업 소개

김정태 적정기술과 지식재산권

김지환 외 2인 독일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 사례

박지 적정기술의 도입이 한국 ODA의 질적 성장에 미치는 향

하재웅 한국적정기술센터(KCAT) 설립 방안

이화진, 하기욱 적정기술 관련 기관

김동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적정기술의 의미와 활용

김현주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신유진 인권에 기반한 적정기술

김주헌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적정기술

Jim Mensah Shea Butter Mosquito Repellant

발간일호수 논문저자

1호

2호

3호

4호

2009.
12. 20

2010.
8. 20

2011.
4. 20

201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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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정기술 논문집 발간 현황>

최승재 적정기술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김동훈 유네스코 브릿지사업을 통해 본 국제개발의 현장

김은 국제적 재난상황에서의 디지털 국제협력

Toshihiro Entrepreneurship, Technology and Innovation 
Nakamura in Poverty Reduction

배수현 외 2인 Kopernik 소개

김도형, 문지현 적정기술의 적용

허성용 현장에서 바라본 적정기술의 실태와 한계, 그 방향성

방준섭 이주와 적정기술

김현주 지구촌 식량위기와 농업에서의 적정기술

박일수 북한의 생활에너지 실태조사와 대북지원에 대한
적정기술 적용과 한계

김상우, 윤정식 효과적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GUI 디자인에 관한 연구

강경철 외 3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의 국제개발활동 분석 및 고찰

김미 외 2인 젠더와 적정기술 접근

이재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적정기술

김선아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디자인

전병길 기업사회공헌(CSR)과 적정기술

윤서 , 조아라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적정기술

신기헌, 유혜인 삶에 개입하는 예술-적정기술? 적정예술!

강경철, 신유진 맞춤형 적정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탄자니아 식수 프로젝트 소개 및 방향성 제안

김성원 위기의 시대, 도시를 바꾸는 희망의 기술

구교 농업 적정기술의 발굴과 사업화 전략

허성용 관계중심 접근방법과 적정프로세스

한재윤 공익브랜드(Cause Brand)의 출현과 그 가능성

김 얼 디자인을 벗어난 디자인이 적정기술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백승철, 김남희 IDEO HCD(Human Centered Design) 관점에서의
적정 리서치 방법에 대한 연구

윤정민 IDDS 정신과 적정기술 접근방법

발간일호수 논문저자

5호

6호

7호

8호

9호

2012.
4. 10

2012.
8. 30

2013.
1. 10

2013.
7. 5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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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정기술 논문집 발간 현황>

Susan Murcott Brief Reflections on Appropriate Technology

정인애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의 국민의 삶의 착된
행복향상을 위한 SAC 모델 제안

김정태 외 3인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적정기술 비즈니스

김주헌, 이문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적정기술형’접근법

윤석산 기업의 로벌사회공헌과 적정기술의 만남

장 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적정기술과 기업가정신의
임팩트한 결합

양정화 과학기술 ODA의 새로운 시도,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

박고담 캄보디아 MG적정기술센터 소개

발간일호수 논문저자

10호
2014.
7. 1

6. 나가며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적정기술 플랫폼을 지향하는‘적정기술미래포럼’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정기술의 인

지도 확산과 플랫폼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적정기술’은 그 속성상 소규모 공동체의 풀뿌리 운동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곧 도래할 자원과 에너지의 위기 시대에 인류

가 필연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가치관이자 철학이다. 이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그 어

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정기술> 논문집 7권 1호에 게재된 염주연의 논문인 <적정기술과 과학교육>을
참고하기 바람.

2) 2014년 9월 6일에 KBS 대전의‘뉴턴의 사과나무’(http://daejeon.kbs.co.kr/tv/newton/vod/index.html)에
‘이웃을 배려하는 기술’이란 제목으로 방 되었음

3) 국에서는‘Appropriate Technology'란 저널(www.appropriate-technology.org)을 통해서 년 4회 적정기술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편집위원
위 원 장 홍 성 욱 (suhong@hanbat.ac.kr)

부위원장 김 정 태 (danhovision@hanmail.net)

위 원 강 경 철 (pkkang@mit.edu)

김 주 헌 (zestor33@gmail.com) 

김 현 주 (realsea1@hotmail.com)

신 유 진 (meggonagul@gmail.com)

유 선 (sunyoung128@gmail.com)

윤 서 (seoyoung.youn@gmail.com)  

이 종 현 (presidentjhl@paran.com)

조 아 라 (ara.cho@gmail.com)  

하 재 웅 (younstory@gmail.com)  

허 성 용 (africainsight@africainsight.or.kr)  

적정기술, Vol. 7, No. 1, 2015

2015년 1월 1일 인쇄

2015년 1월 1일 발행

발 행 인 : 홍 성 욱

발 행 처 :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적정기술미래포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전 화 : 042-821-1536

팩 스 : 042-821-1593

인 쇄 처 : 이미지룩 Tel. 042-627-3105

I S S N   2287-6707



Appropriate Technology
2015. 1 |    Volume 7, Number 1 (Issue 11)

적정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