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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운동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학의 기본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1)

마틴 피셔 (킥스타트 공동창업자)

들어가는 질문: 원탁의 8개의 의자 

가장 이상적인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된 원탁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곳에

는 8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각각의 의자에는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다. 각각

의 의자는 그 방향에서만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8개의 

의자에 앉는 사람들의 분야에는 어떠한 것들일까? 

적정기술에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2)  

앞서 인용한 적정기술 운동의 선구자인 마틴 피셔를 비롯해, 또 다른 국제적인 적정기술 아

이콘인 폴 폴락 IDE대표 또한 보다 파격적인 선언을 한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은 

“적정기술 운동은 사망했다”3)였다. 이들이 바라보는 적정기술 운동의 실패 또는 ‘사망’의 원

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분모를 발견하게 된다. ‘원탁의 8개 의자’를 다시 비유로 든다면, 

너무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적정기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적정기

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중심’이나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시장중심’의 관점을 제

공할 수 있는 의자가 빈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어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해관계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적정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적정기술’ 프로젝트가 시작

되어 그에 필요한 이해관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통해 특정

한 적정기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그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4) 

1) 마틴 피셔,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스미소니언연구소 기획, 에딧더월드, 2010. 

2) 거버넌스(governance)란 쉽게 말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영어로는 흔히 ‘the process by which a decision is made'(결정이 만

들어지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가버먼트(government) 주도의 과정과는 다른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다. 적정

기술과 관련해 ’적정기술의 거버넌스‘란 특정 분야 이해당사자의 주도가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3) 해당 글의 본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paulpolak.com/?p=392 제목의 부제가 Design for 

the Market이란 점을 주목하자. 이를 통해 폴 폴락의 관점이 ‘적정기술이 죽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기술 운동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살아남는 또는 통용되는‘ 적정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과

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적정기술이란 명칭 자체가 지닌 한계도 큰 몫을 한다. 개념에 포함된 ‘기술’이란 명칭이 가지는 압도적 분위기

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적정기술’이란 용어 자체만으로는 적정기술이 만들어지는 보다 중요한 맥락과 적정

기술이 목적이 되는 사용자의 ‘의존성 감소와 역량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라리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Desgin for the Other 90%) 또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인클루시

브  마켓’(Inclusive Market)과 같은 적정기술과 비슷한 개념이 개념의 포용성과 확장성에 있어서는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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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의 주제와 약간 벗어나기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

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적정기술 운동의 시작과 발전이 주로 학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한 몫을 

한다. 이러한 배경은 적정기술의 한 관점에서는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그 장점이 또

한 약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둘째 적정기술을 논의하는 그룹들이 학계, 개발협력 분야, 디

자인 계통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분야의 융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장의 형성에 대한 서

로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각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거버넌스로 연결시키는 ‘플랫폼 

코디네이터’도 부족하다. 셋째, 적정기술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를 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할 필요에 따라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물’의 생성에 집중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적정기술 결과물‘은 기존 국제개발협력이 진행하는 일회성(one-off) 원조

와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운동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전공자들이 부족하며 적정

기술팀에서 비즈니스 분야의 관점을 제공할 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는 적정기술이 국내에서 주로 관련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지형과도 맞물려 있다. 

국내에서 시작되는 대다수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시장중심‘이 아닌 지원예산을 활용한 

’원조‘ 중심의 접근이기에 비즈니스라는 프레임을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특징들은 국내의 적정기술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차후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다.5)

이번 글에서는 적정기술이 지닌 본연의 가치, 즉 ‘인간중심’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

장중심’ 적정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과 사례를 간단히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6) 

시장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7)

‘시장중심’이란 ‘비즈니스중심’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비즈니스(business)는 ‘시장’(market)

에서 진행되는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일 뿐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 않는다.8) 시장이란 제조

업자와 유통업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사업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local culture), 공

공기관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정부의 법적제도(legal institutions), 시민사회의 참여

(civic engagement) 그리고 소비자(customer) 또는 수혜자(beneficiary) 등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시장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학관계를 통해 유

지되는데 선한 의도로 시작되는 외부로부터의 ‘원조’는 그러한 미묘한 역학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9)   

그동안 일부 적정기술 사례는 이러한 ‘시장’의 존재와 기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

적인 쓰임이라고 보인다.    

5) 이러한 부분은 ‘한국 적정기술 운동의 특성과 한계: 적정기술 운동 2.0’과 같은 주제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국내 적정기술 관련 기관 및 참여자들의 다이내믹과 이해관계를 분석해보는 ‘한국 적

정기술 운동의 지형’이라는 관점의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6) 사례의 경우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PPT를 통해 준비되어 제시된다. 

7) 이 부분은 2012년 9월 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tech+(테크플러스) 분과포럼에서의 발표내용 일부를 

포함했다.

8) 시장(market)과 비즈니스(business)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

다. 일부에게 ‘비즈니스’는 주로 사업체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의 입장을 의미하기에 ‘비즈니스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또는 ‘비즈니스를 통한 적정기술 보급’이라는 표현에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9) 외부의 개입(intervention)에 의한 현지 역학관계의 급격한 변화의 일례로 ‘말라리아 모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의 글에서 참고: 김정태,「적정기술과 비즈니스의 만남」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적정기

술미래포럼 기획, 홍성욱 외, 에이지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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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이들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플레이펌프의 모습은 혁신적이라 보이

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도 니즈 확인이 

불충분할 경우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아이들이 플레이펌프 ‘놀이’를 

즐기면서 물이 자동적으로 상단의 펌프

에 저장되는 이상적인 모습. 한 언론인

은 아이들이 사진 찍기가 끝나자 다 사

라졌다고 말했다.

그림 3 말라위 구물리라에 설치된 펑

범한 태양광 집수장치. 특별한 혁신은 

없지만 아이들은 인위적인 ‘놀이’를 

할 필요 없이 24시간 나오는 물을 쓸 

수 있다. 과연 무엇이 더 ‘적정’한가? 

다. 결과물로서의 적정기술은 ‘적정제품’ 또는 ‘적정서비스’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

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관례와 비교를 해보면 적정기술이 ‘시장중심’인

지 어떤지를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

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일단 지역사회의 문화와 소비자의 성향 등을 이해

해야 하며, 현지의 관례나 예상되는 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분석해봐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시장조사’(market analysis)라고 불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  

결과를 토대로 준비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게 시장에 

나온 상품이나 서비스도 시장반응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다. 

시장조사는 외부환경분석(external factor analysis), 경쟁우위분석(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업계분석(business intelligence), 성공요인분석(success factor analysis), 소비자 포

커스인터뷰(focus interview with customers) 등 다양한 방법론들이 가능한데, 이러한 모든 

방법론의 핵심은 소비자의 ‘니즈'(need)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니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도 무용지물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색다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제

품이나 서비스일지라도 니즈가 없이는 시장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적정기술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이러한 시장조사는 얼마나 제대로 진행하고 있

을까? 적정기술이 원조와 다름없이 일회용 프로젝트로 끝나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맥없이 사라지는 이유의 상당수는 이러한 일종의 ‘시장조사’가 없이 좋은 의도로만 ‘시장진

입’을 무조건 시도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고객의 니즈’보다는 ‘적정기술의 니즈’가 앞서는 경우도 있다. 한때 혁신적인 사례로서 주목

을 받았던 플레이펌프(Playpump)를 예로 들어보자.10) 초창기 플레이펌프의 원리를 듣는 사

람들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에너지를 물을 길어 올리는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그 

컨셉의 신선함과 혁신에 많은 열광을 했다. 개당 설치비용이 $14,000인 이 펌프는 2009년 

초까지 아프리카에만 약 1천개의 플레이펌프가 설치되었고, 2007년에는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쿠퍼-휴잇 내셔널디자인박물관으로부터 권위 있는 내셔널디자인어워드(National Design 

Award) 최종 후보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원래 광고와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던 플레이펌프

10) Debapratim Purkayastha, 「Trevor Field and the PlayPumps of Africa」, Center for Management 

Research, 2009. 

- 5 -



의 창안자 트레보어(Trevor)는 남아공 슬럼의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1989년 농업박람회를 방문했던 그는 우연히 워터펌프가 달려있

는 작은 회전 기구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 그것에 착안을 해서 ‘외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저장고가 있는 회전놀이기구’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친환경

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물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창기의 엄청

난 관심과 투자와 상관없이 플레이펌프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초창기에 가졌던 ‘놀이’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렸고 방치된 플레이펌프가 곳곳에서 목격되

기 시작한 것이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전의 물펌프 보다 더욱 불

편해진 ‘회전 놀이기구 펌프’를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11) 

트레보어가 플레이펌프를 시작한 계기와 그의 아이디어가 발전한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의 접근은 소위 기업가적사고(entrepreneurial thinking)의 전형으로서 기업가의 아이디

어에서 착상된 비즈니스모델(가설)을 바탕으로 한 문제중심 접근이다. 기업가적사고는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플레이펌프의 수혜자인 남아공 아이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

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 고유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라는 사이클을 통해 

시간이 지날 수록 비즈니스모델이 보다 정교해지지만 적정기술의 주요 활동영역인 개발도상

국과 최빈국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트베로어의 가설은 혁신

적이었지만, 실제 현실은 달랐다.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적정기술 사례에서 비슷한 사례를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문제중심, 기술

중심, 공급자중심 등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적정기술과 디자인씽킹의 만남

대표적인 적정기술의 사회적기업으로 꼽히는 케냐의 킥스타트(KickStart)12)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는 다양한 직원들의 입에서 공통적인 단어들이 발견되

었을 때였다. 특히 킥스타트가 입주한 빌딩의 옥상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작동이 가능한 

‘수퍼머니메이커’(Super Money Maker)를 실험하는 현지의 엔지니어들에게서 들은 단어가 

가장 놀라웠다. 계속 제품의 개선과 실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실험에 실험을 계속하고 연구를 해야 

하니까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킥스타트는 철저한 시장중심 적정기술

을 지향하고 있다.13) 고객에게 휴대폰의 통화시간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제품

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대리점을 통한 유통판매의 의존하는 대신 R&D에 

집중하는 모습 등도 제한된 자원을 가장 확실한 분야에 투자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킥스타트와 같은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핵심은 적정기술의 최대 이해관계자

이자 수혜자이기도 한 ‘현지인’을 중심에 놓는 접근이다. 그 접근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11) 플레이펌프 그 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Africa's Not-so-magical roundabout」,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09/nov/24/africa-charity-water-pumps-roundabouts

12) 원래 이름은 ApproTech(어프로텍)이었지만, 현재는 KickStart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의 이름이 변화된 것

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중심에서 시장의 중요한 행위자인 고객의 ‘소득창출’ 기회를 부양

(kickstart)하겠다는 조직의 설립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3) 킥스타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방문기를 참조: 김정태,「사회적기업가정신- 킥스타트

(KickStart)편(1) "모든 것은 비즈니스다: 적정기술을 통한 빈곤탈출까지도」http://www.theuntoday.com/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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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이로비에 위치한 킥스타트 아프

리카사무소의 옥상 프로토타입 사무실에서 

엔지니어가 ‘풍력발전 머니메이커’를 실험

하고 있다. ‘고객’ ‘시장’이란 단어를 빈번

하게 말하는 그들은 ‘마케팅’ 담당자‘로 착

각할 정도였다.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이라 불리는 방법론을 기본 

토대로 구성되게 된다. 디자인씽킹은 세계적인 디자인컨

설팅업체인 IDEO의 공동대표 팀 브라운(Tim Brown)을 

통해 확산된 방법론으로 기존의 디자인 업계에서 활용되

던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타 사회혁신의 

발견과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

다. ‘관찰’과 ‘통찰’에 기반 한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통해 추상적인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의 현

실적인 이슈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도구이다.14) 

시장중심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러한 ‘인간중

심’ 디자인씽킹 접근보다 더 나은 방법론을 찾기 어렵다. 

적정기술 역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에 초점

을 맞춘 접근으로서 기술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역량, 

기술이 활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기술의 형태와 수준

을 결정한다고 해석한다.15) 이처럼 적정기술과 디자인씽

킹이 가지는 ‘인간중심’ 접근의 고리로 인해 다음에 설명

될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에 있어 디자인씽킹은 

아주 구체적이자 강력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은 플레이펌프의 개발자가 했던 것과 같이 특정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식수’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었다고 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극단적인 사

용자’ 등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로부터의 통찰을 통해 식수와 관련된 디자인과제

를 확보하게 된다. 기술이나 제품 또는 아이디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이야기(story)

와 공감(empathy)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을 앞세우는 디자인씽킹은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현지인의 임파워먼트 또는 오너십 획득으로 연결된다. 

팀 브라운은 “사회문제는 고객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기반 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기에 시작과 끝까지 사용자의 경험과 필요를 중심에 놓는 “디자인은 탁월한 성과를 낸다

.”16)고 말했다. 이러한 IDEO의 접근이 집약된 툴킷의 명칭이 ‘인간중심 디자

인’(human-centered design)이란 점도 특이할 만하다.17) 

이 글의 논의에 필요한 만큼의 디자인씽킹 활용 원리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14) 이에 대한 좋은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팀 브라운, 『디자인에 집중하라』,김영사, 2010; 로저 마틴, 

『디자인씽킹』, 웅진윙스, 2010.

15) 적정기술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의 책을 참조: 김정태, 홍성욱 공저,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 살림지식총서, 2012.

16) Tim Brown & Jocelyn Wyatt, 「Design Thinking for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Winter 2010. 

17) IDEO의 ‘인간중심 디자인 툴킷(Human-centered Design Toolkit)은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한 

‘소외된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사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실용적인 안내서

이다. 관찰(hear), 창조(create), 실행(deliver)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디자인사고의 핵심은 바

로 현장의 ‘인간중심’이다. 현지 주민이야말로 현지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가진 핵

심 당사자라는 전제 아래 디자이너와 진행요원의 역할은 현지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악된 현장의 필요와 수요에 기반을 두고 디자이너는 다양한 협업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피드백과 개선을 통해 최종 결

과물을 도출해내게 된다. 디자인 사례와 구체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www.hcdconnect.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비공식 한국어판을 번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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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젝트 팀은 당면한 이슈와 관련된 특정한 해결책이나 방향을 잡기에 앞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How might we....?)의 약자를 의미하는 HMW를 생성하

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행동관찰(behaviral observation)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insight)을 뽑아내게 내고, 종국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다양한 복수의 디자인

과제(design challenge)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디자인과제는 다시금 브레

인스토밍이나 전문가인터뷰, 사례분석 등을 통해 소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가?”(What can we..?)를 뜻하는 디자인과제 WCW로 요약되며, 최종적으로 1개의 “우리가 해

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What should we..?)의 디자인과제 WSW로 귀결된다.18) 해당 이

슈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로서 WSW는 프로토타이핑과 시장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의 활용방법은 뒤에 더 설명하였다.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에서의 디자인씽킹 역할 

디자인씽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를 이곳에서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왜 특별히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에 

있어 디자인씽킹이 효과를 발휘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

다. 

첫째, 적정기술이 운용되는 현장은 대체로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시장조사를 그대로 가져가 

적용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시장조사에 임하는 관계자

들이 해당 지역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성 및 정량자료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적정기술의 

주된 활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경

우 이곳에 대한 관련된 자료의 부족 외에도 적정기술 프로젝트팀의 현지에 대한 이해의 수

준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기존의 시장조사 분석틀의 활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반면 디자인씽킹의 경우는 담당자의 현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의미’와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긍정적 이탈’(positive deviance)을 포착

해낼 수 있는 담당자의 태도와 몰입에 있다. 

둘째, 적정기술이 주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잠재고객 및 수혜자의 경우 다양한 

문화사회경제적인 구조로 인해 ‘무력화된 개인’(de-capacitated individuals)인 사례가 빈번하

다. 일반 시장의 경우 소비자 또는 고객은 자신의 니즈와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BOP(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와 같은 적정기술의 공간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니즈를 포현하고 인식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

중심 디자인 툴킷’의 세 단계 중 첫 시작은 ‘hear’로서 현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공

감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과정으로 시작되는 디자인씽킹은 적정기술의 현장에

서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 통합모델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곳에서는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을 돕는 프레임워

크를 논의해보도록 하자. 이 방법론은 적정기술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앞서 언급되었던 ‘인

간중심 디자인 툴킷’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중심 적정기술의 특징을 반영

한 기업가적사고(entrepreneurial thinking)와 공학적사고(engineering thinking) 등이 연결된 

18) 디자인씽킹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김정태,「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시대: 디자인의 역할과 기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슈브리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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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현지의 상황에 적합한 디자

인씽킹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탕으로 적정기술의 특성과 관계된 공학적사고와 기업가적사

고가 융합된 ‘통합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레임의 특징은 비선형적(nonlinear)이며 반

복적(iterative)이기에 필요한 만큼 이전 단계로 돌아가 디자인과제와 논의를 수정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통합모델(integrated model)이다. 

IDEO의 ‘인간중심 디자인 툴킷’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desirability, feasibility 

그리고 viability 등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쉽게 설명해보

면 desirability는 실제 현지인들의 니즈가 발견되며 수요로 발전될 수 있는가, feasibility는 

기술적으로 또한 문화맥락상에 적정한 접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viability는 여러 옵션 

중에서 제한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비용효과적이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를 의미한다.

위의 그림 왼쪽에 나타났듯이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모형은 특정한 기술이나 문제에 대한 

정의 자체를 유보한 채 시작한다. ‘물’이란 이슈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Q-drum'이나 

’LifeStraw'라는 특정 적정기술 제품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현지의 ‘취사연료’와 관련되어 있

지만 곧바로 숯(charcoal)을 떠올라 그것을 현지에 적용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

식들은 feasibility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과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게 되

며, 처음의 초점은 그 이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놓여진다.  

1단계: Desirability 파악하기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의 첫 단계는 현지인과의 공감(empathy)을 창조해내는 관찰

과 관계의 구성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는 정성적 정보(qualitative information) 즉 현지

인들의 이야기와, 행동과 일상의 패턴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점을 이룬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극단적사용자 분석(extreme users analysis), 포터저널리즘(photo journalism), 스

토리텔링(storytell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커뮤니티주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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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driven research)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과제 HMW, 즉 “어떻게 하면 지

역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수입창출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와 같은 디자인과제들이 도

출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인과 디자이너의 역할이 부각되지만, 적정기술팀의 다른 구

성원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앞서의 정성적 정보를 분석해 통찰을 뽑아내는 것은 디자이너

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색다른 분야와 관점을 통해 보다 강렬한 통찰이 나오는 

것이 디자인씽킹의 매력이기도 하다. 

2단계: Feasibility 검토하기

디자인과제가 도출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기술의 관

점에서 이 단계에서는 엔지니어 분야 전문가의 견해와 역할이 부각된다. 또한 현지의 개발

협력 전문가나 정부기구/기관의 담당자의 피드백과 참여가 중요한 단계이다. 전문가인터뷰

(expert interview),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기존 사례분석(best practice analysis) 등을 

통해 기존의 적정기술 제품을 활용하거나 개선할 지 또는 아예 새로운 기획과 디자인을 해

야 할 지에 대한 초기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앞 단계의 정량적 정보 외에 가용한 정성적 정

보(quantitative information)의 확보와 분석이 추가된다. 스케치와 같은 초기 단계의 프로토

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

을 확보할 수 있다. 각 디자인과제 HMW 별로 적정성이 검토되면서 그렇지 못한 디자인과

제는 삭제되고 적정성이 판단된 디자인과제가 소수의 WCW 디자인과제로 재해석된다.  

3단계: Viability 판단하기  

적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WCW 디자인과제가 이제는 최후의 WSW 디자인과제

로 마무리되는 단계다. 경제성과 채산성 등의 점검이 필요한데, 기업가적사고를 구현해낼 앙

터프러너(entrepreneur)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중심 적정기술’이란 꼭 판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인의 구입역량을 초과한 제작비용인 경우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기에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9)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료공

급에서 제작, 유통, 판매와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개괄하는 포괄적인 비즈니스플랜의 작성

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플랜의 핵심은 현지인들을 단지 소비자와 고객으로만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치사슬(value chain)의 일부로 포용하는 ‘인클루시브 비즈니

스’(inclusive business)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인들은 원료공급, 원료가공에서 제품

의 판매와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히 판매와 유통의 경우는 현지인

이야말로 그 현장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회자본과 의사소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최적의 파

트너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모델과 비즈니스플랜이 완성된 경우 시제품(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작은 지역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시장반응 테스트(pilot-testing)

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피드백과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진행하

게 된다.  

결론: 한국 적정기술 운동이 ‘시즌2’를 기대하며

그동안 언급했던 시장중심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의 요약과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

다. 첫째, 시장중심 적정기술 개발 방법론은 일방적(one-way)이고 선형적(linear) 과정이 아니

19) 비즈니스를 활용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정기술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편을 참고. 『인

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적정기술미래포럼 기획, 김정태 외, 에이지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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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얼마든지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반복적(iterative)인 구조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수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수준

의 너무 확고한 계획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이나 초기 기획안이 중요한 공공기

관이나 기업체가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시장중심 적정기술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론이 실행될 수 있는 거버

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구

조가 없이는 앞서 말한 방법론을 실행해갈 수 없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안자의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중심’의 중요

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한 이해가 없게 된다면 관례적으로 기술중심 또는 

보급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명확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

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자연스러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각 분야를 넘나들며 초기의 연결 작업과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기술 거버넌스메이커 또는 플랫폼 코디네이터를 육성할 필요

가 있다. 이들은 개발협력, 디자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을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셋째는 ‘시장중심’이라 했을 때 눈에 가장 띄지 않는 현지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이 처

한 사회경제문화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거하는 임파워먼트 과정이 초기에 꼭 필요하다. 

초기에 이러한 과정이 없을 경우 이들은 다른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등한 오너

십을 누릴 수 없고, 제한적이며 수동적인 역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자인씽킹과 

같은 접근을 통해 고객으로서의 현지인과 추후 가치사슬에 동참하게 되는 현지인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공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다

른 문제는 적정기술에 참여하는 디자이너에게도 일종의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업계에서 디자이너는 프로젝트의 리더보다는 지원팀원의 성격이 강했기에 적정기술 

프로젝트의 한 중요한 축이자 최초 리더의 역할을 부여할 때 당황스럽게 여기고 충분한 자

신감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20)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적정기술 프로젝트의 기안자는 

디자이너에게 충분한 권한위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디자이너 역시 디자인씽킹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은 시장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질서를 보완하거나 아예 새롭

게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시장이란 ‘비즈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망이자 활동의 공간이다. 특별히 적정기술 활동의 주

된 공간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시장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이러한 시장의 이해와 전략이 없이 개발되고 전달되

는 적정기술은 순수한 의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시간을 파괴하는 ‘비적정기술’이 될 가능성

이 있고, 그들을 제외한 ‘우리들의 적정기술 리그’로 끝날 수도 있다. 적정기술 팀에 이러한 

시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자본과 시장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점 또는 기업가적사고

를 갖춘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 

20) 안타깝게도 본인이 만난 다수의 디자이너들은 각자가 가진 강력한 디자인 재능과 ‘디자인씽킹’ 사고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일부 이유는 한국의 디

자이너를 바라보는 일반 기업의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보다 기획자와 개발자가 가져온 설계와 작업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부 기능으로 오해되기도 한

다. IDEO와 같이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임파워먼트가 일어날 때 적정

기술 운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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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적정기술 운동의 ‘시즌2’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디자인씽킹에 

기반한 적정기술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과 시장중심 적정기술로의 혁신일 것이라고 예측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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