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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서랍 사용시 불편한 점?

• 책상서랍이 너무 좁다.
• 책상서랍에 비해 들어가는 책이 많
아서 가운데가 쉽게 휘어진다.

• 책상서랍에 있는 물건이나 책이 잘
떨어진다.

• 들어가야 되는 책이 많아 억지로 넣
어서 책이 구겨진다.



책상서랍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 책상서랍이 지퍼가 달렸으면 좋겠다.
• 이중서랍 이었으면 좋겠다.
• 수납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 책상과 서랍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개선이 된다면 사용해볼 생각이 있
는가?

• 매우 있다.
• 사용해 보고 싶다.
• 불편하지만 않으면 사용해 보고 싶다.
• 지금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다.



관점서술문

책상서랍은 너무 좁고 잘

휘어지므로 넓고 잘 휘어지

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user의 특징

책상서랍이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한다. 

책상서랍을 잘 활용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책상서랍이 잘 휘

어지지 않는 서랍

이면 좋겠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

다.



아이디어 내는 과정
1.너무 좁은 책상 서랍은?
책상서랍을 반으로 나눠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

2.물건이 잘 떨어 지는 서랍은?
책상에 지퍼를 달아 잘 떨어지지 않게 한다.

3.잘 휘어지는 서랍을 어떻게 할까? 
나무 판지(합판)를 밑에 덧댄다.





1.이중 책상

2.지퍼 달린 책상 서랍

3.나무판지를 덧대 잘 휘어 지지 않는 책상



전체적 준비물



이중 책상

 준비물:합판,색지,글루건,테이프,커터칼,자

1.합판을 서랍의 길이에 자른다.
2.합판을 여러 겹으로 고정시킨
후 색지로 겉 표면을 감싼다.

3.색지로 감싼 합판을 서랍에
고정 시켜본다.

4.길이가 잘 맞을 경우 글루건 과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지퍼 달린 책상
 준비물:벨크로 테이프(찍찍이),천,자,커터 칼

1.천 양쪽 끝 쪽에 찍찍이를
붙인다.

2.책상 밑 부분에도 찍찍이
를 붙여서 두 부분을 고정
시킨다.





잘 휘어지지 않는 책상
 준비물:합판,글루건,칼,자

1.합판을 서랍에 맞게
자른다.

2.글루건 으로 잘 고정
한다.

3.책이 많이 들어가도
휘어지지 않는지 실
험해 본다.



Feedback

1. 책상을 반으로 나

누면 정말 실용 적

일 지 생각 해보기.

2. 친구들이 인지

하지 못한 불편한

부분은 더 없는

지 살펴보기.

3. 재료 선택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더 나은 재료는 없는지)



제언 또는 느낀 점
김시원:우리사회가 첨단기술에만 초점을 두고 있
지만 첨단기술이 아닌 누구나 상상 할 수 있는 기
술인 적정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깨달았다.그리고 문제해결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하는 것 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나영:적정기술 캠프를 참여하면서 나의 노력으
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여지훈:적정기술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원간의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주변 사람들
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
이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계
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라도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작은 목표이다.

장정윤:우리가 개선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이 편 하
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다른 사람
들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최은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그것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시간이 필
요한 것 을 느꼈고, 서로의 의견을 조합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지원:처음에는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적용 할 수 있는 큰 문제만 말하는 것 인줄 알았는
데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도 적정기술 이라는 것을
알았다.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찾는 것이 어
려웠는데 주제를 정하고 나니 활동을 하는데 좀더
수월해졌고 팀원과 함께 했던 것이 더 좋은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
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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