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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카데미 개요
목적, 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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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개요

목적 적정기술 아카데미는 적정기술 전반과 디자인, 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과의 접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적정기술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주최  적정기술미래포럼 (Appropriate Technology Future Forum) 
주관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후원  KOTRA, 에이지21

강의 주강사  홍성욱 교수 (적정기술미래포럼 대표,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장) 
교육대상  일반인, 대학생, 기타 (30 ~ 40명) 
주교재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에이지21) 
장소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209동 101호

강의 14:00~15:30 (90분)  
팀프로젝트 15:30~16:30 (60분)

커리큘럼 일정

3월 15일 

3월 22일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4월 19일

적정기술 개론 / Team project 소개  

적정기술 및 제품 / Team project(1) 

적정기술과 디자인 / Team project(2)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 Team project 중간발표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 Team project(4)  

Team project 최종 발표 및 수료식 / 간담회 

등록 적정기술 아카데미는 사전 등록기간 동안 적정기술 미래포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된 글에 첨부된 파일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시면, 
보내주신 정보를 기본으로 프로젝트 조를 구성합니다. 강의실에 비례하여 정원이 정해
지며 인원이 마감될 경우, 선 입금자 우선으로 접수를 마무리하며, 정원 초과일 경우는 
대기 순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등록기간  2014. 2. 10(월) ~ 2. 25(화) 
수강료  대학생 : 60,000원 / 일반 : 120,000원  
              (적정기술미래포럼 기존회원은 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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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데미 강의
적정기술 개론  

적정기술 및 제품 

적정기술과 디자인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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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개론

요약 강사  홍성욱 교수 (적정기술미래포럼 대표) 
일시  3월 15일

강의 시작에 앞서, 적정기술 아카데미 전반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6주간의 일정에 대
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적정기술미래포럼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
이 있었습니다.  
이번 첫 강의는 적정기술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는 적정기술의 개론에 대한 수업입니
다. 적정기술의 초기 개념인 중간기술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적정기술의 현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수업으로, 간디와 슈마허로부터 적정기술이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무
엇인지를 배우며, 적정기술과 현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물과 위생’ 문제에 대한 적정기술 사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5주간 각 팀이 진행할 적정기술 프로젝트에 대하여 간단한 프로
세스 방법론과 적정기술을 할 때 유의해야할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
카데미 강의와 함께 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 
자료

수업

1 : 

2 : 

3 : /

4 : 

5 : 

6 : 

Appropriate Technology

“Schumacher defined the goal of intermediate technology as
creating workplace that were located where people live,
that would be cheap enough for common use, and that
used relatively simple techniques and local materials to
make for local use. The intermediate technologies that met
these criteria could be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at time
and place.”

“Appropriate Technologies”,  Carroll Pur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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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및 제품

요약 강사  홍성욱 교수 (적정기술미래포럼 대표) 
일시  3월 22일

적정기술 및 제품 수업은 주제별 적정기술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 적정기술 관련 활동
을 진행하는 기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에너지, 건강, 교육, 
주거의 주제에 해당하는 적정기술 제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주제에 관련해서는 Sugarcane Charcoal, 태양열 조리기 등을, 건강 주제
에서는 PermaNet 등을, 교육 주제에서는 Digital Drum 등을, 주거 주제에서는 
Mad Housers Hut 등에 대해 간단한 원리나 인식한 문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
음으로 적정기술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IDE, Kicakstart 등의 국제적으로 활동하
는 단체와 MIT, Stanford 등 대학의 D-Lab, D-School 그리고 IDDS, 
engineering FOR CHANG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적정기술아카데미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디자인 씽킹,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등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자료

수업

Sugarcane charcoal
Designer/Manufacturer: 
D-lab, Haiti, 2004–05 
In use in: Haiti, Ghana; Brazil, India (field demonstrations)

In Haiti, the production of wood charcoal, the primary 
source of cooking fuel, contributes to severe deforest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More than 90% of Haiti is 
now deforested. Many children die of respiratory infections 
from breathing indoor cooking fumes. Sugarcane
charcoal w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wood 
charcoal. Dried bagasse, the waste product from 
sugarcane processing, is burned in a simple kiln, 
carbonized, mixed with a binder, and compacted using a 
press to produce sugarcane charcoal briquettes, which 
burn as well as wood charcoal. Other agricultural waste 
materials such as corn cobs are being explored as 
other “food for fuel” alternatives. Corn cobs do not 
need further processing after burning, eliminating the need 
for binders and briquetting equipment and significantly 
reducing the cost of charcoal production.

Digital Drum
Concept: Khalid Arbab, UNICEF
Prototype: Jean-Marc Lefébure, UNICEF, and Grant 
Cambridge,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Meraka
In use in: Kampala, Uganda, 2010–present.
Materials: Steel oil drum, steel bar stock, steel sheet, 
threaded bars, Plexiglas, sealant, nuts/bolts, bicycle 
inner-tube (seal), car inner-tube (laptop fastening), 
weatherproof keyboard, laptops, solar panel (3x55W), 
charge controller, battery
Access to information is an important tool in empowering individuals, 
combating corruption, and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cities 
experiencing rapid urban migration. The Internet is available in 
Uganda via mobile phones, yet less than 3% of Ugandans over the 
age of sixteen use it, compared with 15% in neighboring Kenya. In 
2010, UNICEF Uganda representative Sharad Sapra and his team 
devised a simple, cost-effective way to bridge this digital divide. 
Inspired by the successful “Digital Doorway” deployed by the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 South Africa, the creative 
team developed a rugged solar-powered computer kiosk called the 
Digital Drum. Built affordably with readily available materials, the first 
prototype was created in three days in a car-repair shop in Kampala 
using oil drums, basic angle grinders, and a metal arc welder. 
Mechanics switched from fixing UNICEF vehicles to working with its 
engineers to fabricate and weatherproof the keyboards and laptops 
with inner tubes and sea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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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디자인

요약 강사  정인애 대표 (DOMC) 
일시  3월 29일

적정기술과 디자인수업은 DOMC의 정인애 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적정기술에 있
어서 디자인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적정기술과 디자인 강의는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부터, 적정기술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디자이너
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씽킹과 IDEO의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이 모여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바람직한 솔루션이 
나온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에 디자인이 적용되었던 안
구마우스 사례를 살펴보며, 가장 먼저 사용자에 대해 공감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디자인프로세스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자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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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비즈니스

요약 강사  김정태 사무국장 (적정기술미래포럼) 
일시  4월 5일

적정기술이 현지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접근으로는 인간중심 디자인 씽킹과 시장중
심 비즈니스 접근의 통합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직접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앙트러프러너십을 갖고 참여하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지역사
회 내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활용이 적용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통해 더 자세히 비즈니스적 접근 
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라위 프로젝트와 몽골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따라 현지에서 지속가능하고 이윤을 창
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을 적 정
기술에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
다.

강의 
자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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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요약 강사  하재웅 (메디피스 전문위원) 
일시  4월 12일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수업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이해라
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강의가 되었고, 먼저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OD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ODA 추진 체계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살펴보며 Post MDGs에 적정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ODA와 Post MDGs에 있어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원조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려면 현지 사
람들의 Ownership을 형성하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원조효과성
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의 
자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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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am project
주제 설명 

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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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Team project

주제 지난 기수까지는 프로젝트 주제가 자유 주제로 각 팀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보를 인터넷 검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이번 기수부터는 KOICA가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프
로젝트 주제를 정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KOICA를 통해 현지의 실질
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한 각 팀의 프로젝트 주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중간발표  4월 5일  
최종발표  4월 19일

2조 폐기보소

2조에서는 가전제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Alchemist’s House”라는 상점을 열어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폐가전제품
을 구입하고 그 속에서 희귀금속을 추출
하여 판매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세웠습니
다.

폐기보소
The AThe Alchemlchemists ists Project

3조 왕3겹

3조에서는 캄보디아의 왕겨발전 시스템
을 분석하고, 이미 현지에 적합하게 발전
된 공정을 개선시키기보다 그 공정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왕겨를 쉽게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
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왕겨발전의 유용
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 � ������ 	

1조  왕겨발전 (중앙대) 
2조  가전 폐기물 (중앙대) 
3조  왕겨발전

4조  팜농장/팜슈가 
5조  봉제 원부자재/비소성 벽돌 
6조  가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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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Palm 2 Palm

아카데미 Team project

발표
4조에서는 팜농장에서 팜열매에서 나오
는 부산물인 껍질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껍질과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뒤 압력 
프레스로 찍어 건축용 블럭을 만들어 판
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5조 봉/건

5조에서는 값싼 인건비에 기반한 캄보디
아의 봉제산업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하
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옷으로 사회공헌 
가치와 플랫폼을 가진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여 판매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
우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
비와 복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6조 Trashformer

6조에서는 2조와같은 가전폐기물을 주제
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아동 교육문제에 집중하여 가
전폐기물 중 플라스틱 자제의 재활용을 
통해 아동용 교육 KIT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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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료식 및 평가
수료식, 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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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수료식
4월 19일, 적정기술 아카데미 7기 수료식에서는 총 33분 중 24분께서 수료하셨습니다. 수료를 하신 모든 
분께는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수료 이후에도 적정기술아카데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 카데
미 수강생간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조 3조 4조

5조 6조

적정기술 아카데미 제7기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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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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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계

1. 적정기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적정기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 �� � ��
��� ��� �� ����

2. 강의 내용이 적정기술 아카데미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 � ��
��� ��� ��� ����

3. 강의 내용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 �� ��

��� 	�� ����

4. 자료집과 숙제는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습니다. 


 � � � ��
�
� �
� �� ��� ����

5. 강사분들의 전문성이 충분하였습니다.
�� � ��

�� �	� ����

6. 팀 프로젝트의 조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 	 � � ��
��� ��� ��� �� ����

7. 팀 프로젝트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였습니다. 

	 � � � ��
��� ��� ��� �� ����

8. 팀 프로젝트의 내용이 적정기술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 ��
��� ��� ��� �� ����

9. 강의실은 강의 및 팀 활동을 하는데 좋았습
니다. 

� �� � �

��� ��� ��� ����

10. 다른 친구에게 적정기술 아카데미를 추
천하겠습니다. 

	 � � �

��� ��� ��� ����

문항(다중선택) 도서 블로그 페이스북 지인 기타 계

적정기술아카데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 �� � �	

�� ��� ��� ��� ��� ����

기타의견�학교홍보���방송

앞으로 적정기술미래포럼은 어떤 부분에 더 
홍보를 해야 할까요

� � �� � � ��

��� �� 	�� �� �� ����

기타의견�블로그가아닌적정기술미래포럼홈페이지개설

아카데미를 통해 가장 좋았던 점은?

적정기술에대한전반적인이해 	

전문성있는다양한강의 	

팀프로젝트를위한적정기술의실제적이해 �

새로운네트워크형성 �



아카데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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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미래포럼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계획

1.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카데미 수강생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제안 및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2.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수강생들의 의욕이 올라갈 것 같다.

3. 6주 과정 이후의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4. 잘 알지 못하는 분야로 프로젝트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시적
인 관점 중심으로 기능성 측면만 논할 수 있었다. 다음에 주제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5. 같은 학교 학생들로 조를 구성되는 것에 대해 미리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6. 아카데미 이후에 적정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7. 팀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8. 전체적인 수강생들과의 교류나 강사님들과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9. 수강료를 올리더라도 식사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식사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 논의와 더불어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 같다.



www.approtech.or.kr 
www.facebook.com/approtec 
cafe.naver.com/atinfocenter

블로그 
페이스북 

적정기술 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