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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레를 사용할 때 한쪽 면만 사용한다.

2. 얼마 남지 않은 치약을 짤때 힘들다.

3. 샴푸가 거의 없을때 물을 넣어서 사용하기가 귀찮고 불편하다.

공감하기



Q 샴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 ?

A 샴푸가 거의 없을때 사용하기 불편하다.
선생님, 친구들, 등등

Q 샴푸가 거의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A 물을 받아서 흔들어서 사용한다.  
부모님

A 그냥 깔끔하게 버린다.
친구

공감하기



물을 받아서사용하기귀찮다.

다 사용하지못해아깝고, 자원 낭비, 환경오염

샴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문제정의하
기



USER의 특징

손쉽게샴푸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줄일 수 있다.

아이디어내
기



주제 : 최소한의비용, 재료, 방법 등을 가지고최대의효과를내자

일상 주변에서찾을수있는 물건에서영감을 얻기

샴푸에적용하기

비교 분석

아이디어내
기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시험



장영석

처음에 적정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팀원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적정기술의 개념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게 되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면서 보다 완벽한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
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김수만

적정기술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과 시간을 맞추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서로의 아이디어에 조언을 하며 진행을 했기에 혼자였으면 진행을 하지 못
했을 것 같았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인만큼 모인 시간도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많았고 조원과 협력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정현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막막하고 서로가 답답했지만 서로 의견을 내면서 보안해
준것 갓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생각하는게 달라서 진도에 애를 먹었
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다. 내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후회하지 않았
을 것 같다.



박정배

초반에 돈벌이가 안되는 기술같아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지 몰랐지만, 이것
은 돈벌이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꿀수 있는 기술임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들다
보니 내가 그 주체가 된 것 같다는 철없을 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었다.

최진호

활동전에는 적정기술이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인줄 알았지만 활
동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
를 가질 수 있었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일으키는지도 알게 되
었습니다.

박준상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팀워크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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