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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5일(토),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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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적정기술-디자인씽킹 체험 워크숍 개요 

1. 목적 

� 교사들이 학교 내 적정기술 동아리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함 

� 2012 년 8 월 25 일에 한밭대학교에서 개최하였던 ‘제 1 회 고등학교 

적정기술 캠프’의 후속 작업으로서, 교사들이 학교 내의 적정기술 동아리를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함 

 

2.   주요 내용 

� 워크숍 소개 및 적정기술 개론 강의 - 홍성욱 교수 

� 디자인씽킹 이론 강의 – 정인애 대표 

� 디자인씽킹 워크숍(직관적 아이디어 발상) – 송영일 

 

3.   디자인씽킹 워크숍(직관적 아이디어 발상)워크숍 개최 결과 

� 일시 : 2012 년 12 월 15 일 (토) 

� 장소 : 한밭대학교  

� 주최: 적정기술미래포럼, DOMC 

� 주관: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적정기술교사연구회 

� 주요강사: 홍성욱교수(한받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정인애대표(DOMC),  

� 참석자 : 총 19 명  

        (대전시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적정기술교사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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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프로세스 

 

 
 

� 워크숍 Tim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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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정기술 개론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적은 자본과 어렵지 않은 기술로 가난한 

이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자는 올바른 개념이다.  

시   간 내      용 진   행  

09:00-09:10 워크숍 소개  홍성욱  

09:10-09:50 적정기술개론 강연 홍성욱 

09:50-10:30 디자인씽킹에 대한 이론 강연 정인애 

10:30-11:00 팀구성과 소개(1팀5명- 4팀)  정인애  

11:00-12:00 
디자인씽킹 실습 1.문제 현상 

파악(DOC툴킷 활용) 

 한미숙 

(퍼실리테이션) 

12:00-13:00 점심시간 

13:00-13:20 

디자인씽킹 실습 2. 문제해결 

아이디어(Intensive ideation)워크숍 

소개 

송영일 

(정인애) 13:20-14:20 Step1. Idea 100개 발상 

14:20-16:00 Step2. Idea 정리-Concept확정  

16:00-16:30 
Step3. Concept develop-

꼴라주&컨셉개발 시각화 활동 

16:30-17:00 

디자인씽킹 실습 3. 이야기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 

  - 최종 발표 및 

피드백(challenge) 

공     통 

17:00-17:20 정리 및 설문조 공    통 

17:30-18:00 
수료식 및 시상식_마무리 

단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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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년 독일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소규모 기술 

개발을 위한 중간기술개발그룹, 즉 ITDG(현재는 Practical Action)라는 조직을 

영국에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 적정기술 의미와 의의 그리고 적정기술을 개발할때 디자인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 강의자료(별도 첨부) 

 

 

III. 디자인씽킹 이론 강연 

          -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란 IDEO 의 CEO 팀브라운은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선택된 대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수렴적 사고를 반봅 사용하고 있고, 문제에관해 분석적으로 사고할 

뿐만아니라, 논리적 연관성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등 통합적 사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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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별도첨부) 

 
 

 

 

 

IV. 디자인씽킹 실습 

 

- 사회문제 찾기 : DOC 툴킷을 이용한 문제 현상 파악 �� 아이디어투자게임 

*DOC(Drivers of Change)툴킷 – 지속가능한 미래예측 툴킷 

: 본 작품은 아루프포사이트(Arup Forestght)가 기획 및 발간(2009 년) 한 

‘변화의원동력’(Drivers of Change)는 물, 기후, 폐기물, 인구, 에너지, 빈곤, 

도시화 등 미래도시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나타낸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5 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Sustnainability)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도발하고 성찰하도록 

돕는 툴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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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Intensive Ideation) : 다수가 가지는 다양한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함축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싹을 빠르게 모으고 키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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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ea Seeding – 다수가 가지는 다양한 생각을 최대한 많이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삭을 빠르게 모음 

step1) 100 Idea Seeding-30min 

         30 분 동안 100 개의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발상, 진행 중 주제와 관련된 

Keyword 를 사회자로부터 제공받아 발상에 도움을 받는다.  

     

step2) Sharing-20min 

     100 가지 아이디어 중 Best Idea 20 개 선정 

          
 

2. Idea Blooming – 가능성 있는 싹에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의미있게 만들어감 

step1) 50 Idea Blooming-30min/2times 

       - Seed Idea 를 발전시키거나,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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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Team Sharing-30min/2times 

             -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돌아가며 조원들에게 발표 토론으로 조원들의  

생각에 자극을 받음   

     step3) Best Idea-40min 

             - 각 조별로 조장이 Best Idea 5 를 발표. 모든 구성원이 투표로 오늘의 

아이디어 선정  

 

 

 
 

 

 

3. 발표 및 평가 : 구체화된 아이디어컨셉을 잡지, 신문 등 꼴라주 형식을 이용한 

컨셉 개발의 시각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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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마무리   (역할극) 

  디자인씽킹 작업들을 정리하여 연극 리허설과 같은 방식 혹은 연극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측한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재미요소를 가미한 발표하는 형식  

   
       - 시상식/수료식 

     *평가기준 

평가항목 점수 평가항목 소개   

독창성 5 점만점 팀 만의 기발한 내용이 있다 

개연성 5 점만점 실과 바늘처럼 내용의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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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5 점만점 미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재미성  5 점만점 발표방식이 재미있다  

총평  합계 총   평  

 

 

V. 디자인씽킹 실습 내용 

1. 1 팀 

� 주제: 도시텃밭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학교 교과 성별 비고 

염주연 대전괴정고 화학 여  

최승민 대정구봉고 화학 여  

손희창 대정여고 생물 남  

정하균 동대전고 물리 남  

김우겸 대전과학고 지구과학 남  

서경옥 대전괴정고    

 

� 주요 컨셉: 대전역 희망 텃밭(노숙자들의 새로운 시작) 

� 주요 내용: 대전시 복지행정과는 대전역에 텃밭을 조성하여 자원봉사와 

노숙자들이 함께 텃밭을 운영함으로써 텃밭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노숙자 

지원에 사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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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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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팀

� 주제: 눈길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4.0 

4.2 

4.1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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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학교 교과 성별 비고 

임종필 대성고 물 남  

김문영 대전성모여고 화학 여  

이철우 서일고 역사 남  

강제구 서일여고 지리 남  

임보현 대전송촌고 생물 여  

박혜린 회덕중 과학 여  

 

� 주요 컨셉: 눈길에도 안정한 막발 Bar 

� 주요 내용: 겨울철 빙판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벽면에 

구조물(막발바)을 설치, 길이 얼면 시민 스스로가 막발바를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넌다. 길을 건넌 후, 막발바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올리는 컨셉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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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팀

� 주제: 어두운 골목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학교 교과 성별 비고 

이유린 한밭여중 물리 여  

신유섭 대전용운중 화학 남  

 서명이 동방고 미술 여  

자재경 한빛고 생물   

김선홍 호수돈고 지구 

과학 

  

 

� 주요 컨셉: 어두운 골목을 지켜라! 밞으면 빛나리~! 

� 주요 내용: 어두운 골목길을 태양광에너지를 충전하여 

압력(촉감)감지기를 사용한 발광다이오드를 밝혀주는 기술을 기업과 

협업하여 우리 사회를 밝게 지켜주는 컨셉  

4.2 

3.8 

3.8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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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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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9 

4.2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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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숍 전체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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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마무리 

� 향후 전국 과학교사들이 중.고등학교 내의 적정기술 동아리를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정보교류로써 

지속적인 적정기술-디자인씽킹워크숍 제안 

� 워크숍 심화과정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과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