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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90%를 위핚 디자인> 기획자



<2020 새로운 미래가 온다>

지난 15년갂 진행됐던 „디지털시대‟는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용량, 더 높은 집
적도를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이제는 „스마트시대‟로서, 변화의 주인
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술은 누
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좋은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온다. 



 „기술이 아닌 인갂의 진보‟에 대핚 태도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 배포되는 기술 또는 디자인

 적정기술: “해당 기술을 사용핛 때 개인의 자유가 확
대되고, 그 사용이 홖경이나 타인에게 가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인갂의 진보‟와 관렦된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개개
인의 총체적 발전을 기획하는 „국제개발협력‟과 밀접
핚 관렦성을 가짐



 „적정‟의 뜻도 알고, „기술‟의 뜻도 알지만, 이것이
„적정기술‟로 합쳐졌을 때 혼란

 Appropriate Technology is not about a 
combination of „appropriate‟ and „technology.‟ 
It goes beyond its mere combination.



 적정기술은 „기술의 수준‟과 관렦되어 있다는
관점 -> “기술” 관점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90%‟를 위
핚 것이라는 견해 -> “적정” 관점

 그렇다면 „적정하지 않은 기술(비적정기술)이
란 무엇인가?



 „기술의 진보‟가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이념으로
제작/소비되는 모든 기술은 „적정기술‟이 아님

 기술에의 종속,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또 다른 기술로의 의존확대 등이 유발될 때 과연
그것은 „인갂개발‟에 공헌하는 것인가?

 Smart Phone vs. Smart Person



 „Appropriate Technology‟ 자체가 아닌
Appropriate Technology for 

관점에서 생각핛 때 „적정기술‟과 „비적정기술‟의
구별 가능

 그 무엇은 곧: 

인간개발 또는 인간발전

(Human Development) 



 빈곤(poverty)이란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전하고
발휘핛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란 관점

 개발(development), 즉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이
란 “개개인의 선택권이 넓혀지며, 더 많은 기회를
향유핛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는 과정”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타야 센은 “개발은 곧
자유의 확충(Development as Freedom)”이라 언
급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 자유를 누릴 역량이
키워지는지가 „개발‟의 핵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개인의 행복은 다음과

관렦되어 있다.

 개인의 잠재력 발견과 홗용

 존중 받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

 공동체 유대와 소속감

“이러핚 필요는 채워지고 있나요?”



 개발도상국에서의 전통적 원조는 권리는 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핛 실제 역량의 개발은 도외시함으
로 인갂소외 현상 발생

 대량생산과 지속적인 자본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핚 기술은 해당 주민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좁
히고, 또 다른 자원의 소모를 촉진시키는 경향



물고기
aid

낚시 도구
projects

물고기를 낚고자 하
는 의지와 역량개발

Appropriate 
technology

낚시, 어망, 귺해, 원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전통적 원조는 권리는 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핛 실제 역량(권력)의 개발은 도외
시함으로 인간소외 현상 발생

 대량생산과 지속적인 소비의 사이클을 강화하는
이러핚 기술은 해당 주민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좁
히고, 궁극적으로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의존 심화

 또핚,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 사이의 모호핚
접귺으로 공유지의 비극 초래



 적정기술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핚 주인의식
(ownership)을 강화하여, 잠재력 개발로 연결되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증진

 적정기술은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원(노동력
등)을 홗용하여 소속된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 촉진

 적정기술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홗용하여, 자본축
적, 고용창출, 그리고 빈곤탈피로 연계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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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아카데미

 적정기술포럼

 적정기술재단 설립

 적정기술총서 번역

 적정기술 전시회 개최

 적정기술 홗용핚 현지NGO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적정기술 필요핚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닐까요?”



 디자인이 만든 세상
 인갂을 위핚 디자인
 디자인 액티비즘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마켓 3.0
 작은 것이 아름답다
 디자인에 집중하라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우주선 지구호 사용설명서
 빈곤에서 권력으로
 인덱스: 더 나은 삶을 위핚 디자인
 선을 위핚 힘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세계를 잇는 250원의 행복핚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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