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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해외봉사 보고대회’ 개최  
 

  과학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 알고 계신가요? 많은 과

학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나눔으로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 

해외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정기술을 개발하시는 연

구자들, 그리고 해외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장의 경험

을 공유하고자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과학기술 해외봉사 

보고대회:세계를 품은 한국의 과학자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에 과학기술 전공도서 기증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에 과학기술 전공도서 기증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에 과학기술 전공도서 기증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에 과학기술 전공도서 기증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연구재단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

업’ 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아다마 대학에 영문 과학기술 전공도서를 수집하

여 기증하였습니다. 총 393권이 기증되었으며, 선별을 통하여 이 중 약 200여

권이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증해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

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중 / 김기준 / 김인호 / 김장주 / 김정호 / 배재홍 /  

정동흥 / 정인수 / 조성철 / 황문성 / 이   두 / 김종엽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2012년 4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과학기술 해외봉사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본 보고대회는 적정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례와 지원 정책을 소개한 ‘적정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적정기술

과 공학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과학기술 해외봉사와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현지 경험을 중심으로 한 ‘현지경험을 통한 

적정기술의 개발’의 세  세션으로 이루어져 총 13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제품개발 사례를 중심으

로 한 포스터 전시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 학생,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약 130여분이 참가하여 적정기술을 통해 과

학기술 해외봉사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내용 및 자료는 홈페이지 http://sewb.org)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적정기술의 보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농협 농협 농협 농협 317317317317----0003000300030003----9079907990799079----11 11 11 11     

((((사사사사) ) )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이며,  

CMS CMS CMS CMS 월정액 후원월정액 후원월정액 후원월정액 후원은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Fax: 02Fax: 02Fax: 02Fax: 02----887887887887----1659,1659,1659,1659,    
EEEE----mail: mail: mail: mail: myroh@snu.ac.krmyroh@snu.ac.krmyroh@snu.ac.krmyroh@sn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회원 소식 

개도국 물적정기술연구회 발촉개도국 물적정기술연구회 발촉개도국 물적정기술연구회 발촉개도국 물적정기술연구회 발촉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인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있는 물 전문가들 (대학, 연구소, 수자원공사, 물 관련기업체)가 참여

한 <개도국 물 적정기술연구회>가 3월 19일 발촉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개도국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지역 내 경제

적/문화적 수준에 적합한 물분야 적정기술을 개발, 적용, 현지화 및 교육시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적정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물전문가의 연구회입니다. 회장은 서울대학교 윤제용 교수, 간사는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이며, 본 연구회에 관심 있으

신 분이나 개도국의 물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독고석 교수(dockko@dku.edu)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기술 일일 워크숍적정기술 일일 워크숍적정기술 일일 워크숍적정기술 일일 워크숍, <, <, <, <적정기술적정기술적정기술적정기술, , , , 지금 만나러 갑니다지금 만나러 갑니다지금 만나러 갑니다지금 만나러 갑니다> > > >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가나안 리더십센터와 함께 2012년 6월 2일 적정기술 일일 워크숍 <적정기술,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가나안 리더십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16개국의 23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적정기술관련 교육을 

받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sewb.org)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경선간사 kslee.ycca@gmail.com) 

((((사사사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상반기 이사회 개최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상반기 이사회 개최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상반기 이사회 개최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상반기 이사회 개최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상반기 이사회가 2012년 3월 15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본 이사회에서는 2011년 활동보고와 2012년 활동계획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소식 

2012 SBS Digital Forum 2012 SBS Digital Forum 2012 SBS Digital Forum 2012 SBS Digital Forum     

 

SBS는 2012년 5월 22일~24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공존, 기술, 사람 그리고 큰 희망"이라는 주제로 서울디지털포럼을 개

최합니다. (사)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유영제 회장은 Science, Sustainability, Global Issues and More 라는 세션에 국제개발기업(IDE) 

창업자인 폴 폴락과 함께 연사로 참여합니다. 이 세션은 "적정기술 : 첨단기술의 홍수 속 단순함이 가져오는 희망"이라는 테마를 주제

로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의 진행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접수는 SBS 디지털포럼 홈페이지 (http://

www.seouldigitalforum.org/kr/index.js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팀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팀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팀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팀 ‘‘‘‘적정기술 개발 지원 방안 연구적정기술 개발 지원 방안 연구적정기술 개발 지원 방안 연구적정기술 개발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완료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팀은 '개도국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지원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

서는 한국의 우리나라 대개도국 ODA확대를 배경으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적정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을 다

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적정기술을 활동 및 선진국의 적정기술 지원기관을 조사, 분석하고 개도국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테프 유니테프 유니테프 유니테프 JournalJournalJournalJournal에 적정기술 분야 소개 기고에 적정기술 분야 소개 기고에 적정기술 분야 소개 기고에 적정기술 분야 소개 기고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유영제 회장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Unitef에서 발행하는 ‘유니테프 저널’의 ‘전문기술논단’에 적정기술 분

야를 소개하는 ‘적정기술연구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원고를 기고하였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적정기술을 이용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

구개발 및 투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안성훈 교수도 네팔 솔라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적용하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교육 및 기술봉사의 예’라는 원고를 기고하였습니다.  

적정기술적정기술적정기술적정기술: : : : 첨단기술의 홍수 속 단순함이 가져오는 희망첨단기술의 홍수 속 단순함이 가져오는 희망첨단기술의 홍수 속 단순함이 가져오는 희망첨단기술의 홍수 속 단순함이 가져오는 희망  
연사 : 폴 폴락 [윈드호스 인터내셔널 CEO / 국제개발기업(IDE) 창업자]  

         유영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 

사회 : 장수영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나눔과기술 공동대표]  

 

과학과 기술은 과연 더 빠르고, 복잡하고, 자본 집약적인 방향으로만 진화할 것인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정기술 운동은 가난한 자들의 기술, 또는 수준 낮은 기술 등으로 비하되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점차 벗어

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첨단기술들이 무차별로 쏟아지는 스마트 과도기를 맞으면서 기술이 가지는 사회•문화

적 함의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단순한 기술이 가지는 미덕과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연 적정기

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소외계층이라는 제한적 대상을 넘어서서, 선진국에게도 보다 친환경•친인간적인 기술로 부상

할 수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지역의 수은증기 회수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 이형우 박사,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 이곳 서부자바 산간지역에 소규모 금광사업을 하는 마을이 여럿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흙과 돌을 캐내어 밀링하고 이에 수은을 

섞으면 소량 존재하는 금이 아말감이 됩니다. 이를 불로 가열하면 수은은 증기가 되어 금만 쉽게 회수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 작업

자들은 어떠한 수은에 대한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하고 있어 작업자들은 수은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아말감)을 회수하

고 남은 흙과 물 슬러지를 어떠한 정제처리 없이 바로 마을 냇가로 버리고 있어서 2차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은 쌀농사지역이고 고산지역에 있다 보니 아랫지역(모두 벼농사지역)으로 수은오염이 진행될 수도 있음이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금광지역에서 수은중독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문제화되었고 실제 UN과 남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연구와 적용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서부자바지역(보고르, 반둥 등)은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러

한 금광개발이 시작되었으나 UN에서 이미 개발되어진 솔류션들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기술을 적용하여 간단한 컨덴서가 부착된 Retort 형 장치를 만들어 보았는데 작업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며(가열 시간이 오래 걸

림) 거부하여 팬이 부착된 박스형태로 해 보았으나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극복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었습

니다. 즉 가격이 크게 증가되어 보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사용하기 편하고 제작가격이 저렴한 장치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수은증기 회수장치 개발작업이 중단된 상

태입니다. 

 

…  적정기술을 통하여 지금도 수은중독에 노출되어있는 작업자와 가족들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더 확장하여 2차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수은회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간사 이경선(kslee.ycca@gmail.com) 또는 이형우 박사님(yusuf.emy@gmail.com)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경선 간사(kslee.ycca@gmail.com)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제도에 위치한 섬나라로 18,10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 3천만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전체 인구 중 

약 88%가 이슬람교입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전체 면적은 한반도의 9배입니다. 

GDP는 2009년 5,149억 불로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1973년부터 수교를 시작하였고, 1991년 이후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을 위해 총 

65,044만불을 ODA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다마 대학 관계자 방한 예정아다마 대학 관계자 방한 예정아다마 대학 관계자 방한 예정아다마 대학 관계자 방한 예정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지난 2월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아다마 대학의 Dr. Tolla Berisso 부총장 외 2인의 대학 관계자가 5월 13

일 부터 22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본 방한은 한국연구재단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

으로 진행됩니다. 아다마 대학 관계자들은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경기바이오센터, 삼성전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포

항공과대학교, 울산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 아말감 회수 

2. 아말감 가열작업 

3. 수은증기 회수장치 개발 



회비/후원금     농협 317-0003-9079-11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CMS 자동이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분은 myroh@sn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www.sewb.org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회원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문의사항         Tel. 02-887-2278   sk_sung@naver.com (성숙경 간사)  myroh@snu.ac.kr (노민영 간사) 

                                              Kslee.ycca@gmail.com (이경선 간사)  

         dockko@dku.edu (독고석 총무이사) yjyoo@snu.ac.kr (유영제 회장)      

후원회비 

 

김연권(한국수자원공사) 

김재욱(한국항공대학교) 

김상선(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동은 

정상원 (대한제당) 

배효관 (KIST) 

고인영 (춘천락이오산업진흥원) 

 

고맙습니다.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일반회원          

                                

박경렬 김만갑 김종성 김요셉 오동익 임재림 홍동곤  

곽   환 황수정 신은경 정주연 이창표 팀엔팀 캠프 김동준  

전종덕 강방식 장하원 김병로 최은선 임융호 

 

학생회원 

 

조규식 김지예 이예린 정선엽 이현석 이경로 백정현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 소중한 재능을 기부해주실 회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는 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웹디자인), 웹서비스 

및 SNS 관리, 적정기술관련 자료 수집, 뉴스레터 및 블로그 필진 등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경선 간사(kslee.ycca@gmail.com)에게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 SNS를 개설하였습니다. 

적정기술에 대한 정보 및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자 SNS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Facebook: http://www.facebook.com/sewb2009 / Twitter: https://twitter.com/sewb_org / Blog:  http://sewb.tistory.com/  

     

□ 함께 나눌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홍보 브로슈어 (국배판, 8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영 간

사 myroh@snu.ac.kr) 

 

□ 함께 나눌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기술 관련 된 정보, 회원 분들의 활동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과학기술 해외봉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도 상시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 간사: kslee.ycca@gmail.com )   

    후원해주신 분들 (2012.3 ~ 2012.4) 

 www.sewb.orgwww.sewb.orgwww.sewb.orgwww.sewb.org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와 함께하시려면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