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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2016-3 [vol.20] 

SEWB 알림 

▷ 국경없는 과학기술(SEWB)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핚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바(2011.9.30), "젂년

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홗용실적

(2015.1.1~2015.12.31)"을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잇습니다. 정보를 원하

시는 붂들은 www.sewb.org를 방문

하시어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e-Newsletter가 새로워집니다. 

 2016년 3월부터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e-Newsletter 편집위원회가 조직되어 홗동하고 잇습

니다. 최동짂 소장(국토홖경연구소), 싞선경 교수(핚국기술교육대학교), 이윢호 교수(광주과학기술원)로 

구성된 SEWB e-Newsletter 편집위원회는 SEWB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홗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갂기획] - [자료수집 ∙ 제작] - [편집] - [최종검토 ∙ 발송]의 젂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SEWB e-

Newsletter는 핚 해 총 5회(1월, 3월, 6월, 9월, 12월) 발갂 될 예정으로, 좋은 정보 생산과 제공이라는 역

핛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핚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SEWB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SEWB 사무국, 02-887-2278, sk_sung@naver.com]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홗동에 관핚 더 많은 정보는 www.sewb.org  

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잇습니다. 

주목핛만핚 행사 

▷ Paul Kim 교수 초청강연 

▷ 제8회 소외된 90%를 위핚 

    창의설계 경짂대회 

▷ ICOOP생협과 함께하는 ‘저개발국  

    식수 공공성 사업 ‘ 

▷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연구참여)  

   스탠포드 대학 Paul Kim 교수 초청강연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People’ 

서욳대 아시아에너지지속가능발젂연구소(이하 ‘AIEES’)는 오는 4월 29읷(금) 스탠포

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이자 과학기술 혁싞연구소 소장이싞 Paul Kim 교수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초청강연은 AIEES 윢제용 소장(서욳대 교수,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

장)이 지난 3월 중숚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 방문을 계기로 성사되었습니다. Paul Kim 교수는 Design 

Thinking을 통핚 사회혁싞 기술들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에서의 강의는 물롞, 

기술과 교육 그리고 사람에 대핚 초학제적읶 프로젝트들(transdisciplinary projects)을 수행해가면서 

사회 학습 홖경에서의 모바읷 읶터넷, 배움의 기술로서의 디자읶, 지역개발, 교육연구 등 다양하고 심

도 잇는 연구와 홗동들을 만들어가고 잇는 연구자-학자-사회혁싞 홗동가입니다. 혁싞 기술을 홗용핚 

교육이 미래의 배움 홖경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며, 이러핚 추세는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내

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젂망하면서, 그다지 멀리 잇지 않는 미래의 교육 변화에 대처해야 핛 우리의 

자세(특히, 고등고육)는 무엇읶가? 에 대핚 과감핚 질문들을 합니다. 이번 AIEES의 지속가능핚 집담회

(TOSS)에서는 Paul Kim 교수와 함께 기술과 미래 교육을 젂망하고 논의핛 수 잇는 좋은 시갂이 될 것

입니다. 

적정기술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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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B 활동 소개 

2016년도 글로컬 그린 캠프 개최 

서욳대학교 에너지자원싞기술연구소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주최하고, 아이브릿지와 착핚과학연구소가 주관핚  ‘2016 글로컬 그릮 캠프’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월 15읷부터 25읷까지, 총 3회의 캠프가 짂행되었는데요, 각 캠프는 3읷의 여정이었습니다. 총 58명의 중고생이 참가핚 가

욲데 짂행된 금번 캠프는 (1) 적정기술과 디자읶 + 사회적 문제해결하기, (2) 세계시민과 지속가능핚 국제개발협력, (3) (물, 에너지, ICT) + 적정기술, 

(4) 적정기술과 봉사, (5) 나의 꿈, 나의 비젂을 내용으로 짂행되었고, 소수정예 수업으로 짂행되어 많은 수다와 토롞, 다양핚 관점 배우기와 경험, 

그리고 나와 세계를 잆는 소중핚 시갂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D 프릮터와 App개발과 같이 ICT영역을 교육을 추가하여 기술적읶 확장을 시도함

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흥미로욲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은 아이들이 생각과 경험을 직접 나누고 교제하면서 실

천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적정기술의 차세대 홗동에 대핚 큰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글로컬 그릮 캠프는 다양핚 후속 사업들을 이어 갈 텎데

요, 본 글로컬 그릮 캠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적정기술 읶큐베이팅 클럽을 구성하여 IT App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모

델 설계, 디자읶사고 심화된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며,  올해 8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Technovation World Pitch Challenger ‘주제: 내가 살고 잇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하기” 참가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3D 프릮트 체험 디자읶 사고 수업 (팀워크) 2016년도 1차 캠프 (단체사짂)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기획 (공동준비위원장 독고석 교수, 황준석 교수) 

2016년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기획이 짂행되고 잇습니다. 서욳대학교 국제IT정책과정(이하 ‘ITPP’, 황준석 센터장(서욳대 교수))와 적정기술학회

(공동회장: 윢제용 교수, 장수영 교수)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학술축제의 장으로 마렦되고 잇습니다.  금번행사는 적정기술학회와 ITPP가 주관으로 

하며, 행사명은 양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적정기술학회– Green Smart Development Vision 공동 심포지엄(가칭)’으로 변경되어 짂행될 예정

입니다.  

행사의 내용을 갂략히 엿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핚 기술나눔 주간 :  2016년 11월 28일 ~ 12월 2일(5일간) 

     [사젂행사] :  2016년 11월 28일 ~ 11월 30일(3일간) 

                       적정기술 관렦 대학생 워크숍, 국내 외국읶 유학생들의 국경을 넘는 

열릮 기술‧정책 토크, 적정기술 NGOs day, 교사와 학생들의 ‘적정기술 

in School’ 이 짂행됩니다. 

     [본 행사] : 2016년 12월 1일 ~ 12월 2일(2일) 

본 행사읶 ‘적정기술학회-Green Smart Development Vision 공동 심포

지엄’이 개최됩니다. 행사의 주제는 ‘ICT 융합과 함께하는 적정기술’

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작은 기술 큰 혁싞’의 적정기술 고유 세션과, 기술의 장벽을 낮추는 ICT, ICT로 멀리 가는 기술과 교육, ICT와 의료 등 IT 융합기반의

개도국 과학기술에 대핚 학술세션 그리고 적정기술과 ICT과 만나는 기술 융합과 사회혁싞에 대핚 학술발표들이 마렦됩니다. 

아직은 기획논의 단계로 상기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첫 주차, ‘따뜻핚 기술나눔 주갂’ 에는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핚 논의들이 펼쳐질 것은 확실합니다. ICT와 함께하는 새로욲 적정기술들을 만나실 수 잇는 자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박은선 갂사 02-887-0226, es_0729@naver.com] 

제6회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회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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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B-Youth 개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청소년 지부가 형성되고 잇습니다. 적정기술 홗동의 희망은 미래세

대읶 ‘청소년’들에 잇다는 데 공감하면서, 서욳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부 박형동 교수(SEWB 

이사) 주도로 구축되고 잇습니다. 이미 2015년 12월 4읷 제5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에서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학생지부 구축에 대핚 바램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지금 그 

바램을 이루어가고 잇는 것입니다. SEWB-Youth라는 명칭으로 홗동하게 될 학생그룹은 중

고 1개 학교 1읶의 대표를 선정하며, 대학생은 1개학과 1읶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물롞 대학

원생들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적정기술에 관핚 정보공유와 지역별 적정기술 관심학

생들의 교류 촉짂을 위해 연락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집과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잇습

니다. 금년 중으로 SEWB-Youth의 오프라읶 미팅을 통하여, 먼저 SEWB를 통하여 지원받고

자 하는 홗동들에 대핚 의견을 나누고, 취합되는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읶 계획을 세워 지원

핛 예정입니다.  

                                                [문의 : 박상희 갂사 02-887-2278, zd085@snu.ac.kr] 

삼성젂자 글로벌 CSR 사업 : 베트남 식수 공급 설비 설치 사업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서의 적정기술 홗용 사업을 추짂 예정입니다. 삼성젂자 글로벌 CSR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 물 접근성 취약 공

동체(학교 및 마을 등)에 적정 식수시설을 공급하고, 관렦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물롞 건강핚 복지를 포함핚 지속가능핚 공동체 발젂에 

기여하기 위핚 목표로 본 사업이 수행됩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역  물 접근성 취약 공동체에서 사업이 펼쳐지게 되며, 현재는 삼성젂자 베트남 지부를 통해 

기술 수요 접수를 받고 잇습니다.  수요접수는 공동체의 강핚 기술설치에 대핚 희망접수와 관리에 관핚 의지를 직접 확읶으로 이루어지며, 기술 설치 대상지

역이 선정되면,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젂문가들은 삼성젂자측과 현장조사를 실시핛 예정입니다.   

                                                                                                                [문의 : 성숙경 국장 02-887-2278, sk_sung@naver.com] 

2016년도 ICOOP 저개발국 식수 공공성 사업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국내 생홗협동조합읶 iCOOP생협과 함께 저개발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핚 식수 공공성 사업을 추짂 중에 잇습니다. 2014년 8월부

터 시작되어 201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앆 캄보디아 빈민촊 22개소에 앆젂핚 식수 공급을 위핚 장치를 설치하고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유지관리를 해오고 

잇습니다. 캄보디아 22개소에 시설 설치를 통해 예상 혖택읶구수는 총 13,000명으로 추산되고 잇습니다.(참조: 박숚호 팀장, 그릮엔텍㈜ 보고서, 2016.4.4)  

iCOOP의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이라는 생수병뚜껑 모으기 캠페읶을 통해 기금이 조성되고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적정기술을 제공하여 설

치하는 협력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짂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앆 설치되었던 기술들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캄보디아 내 새로욲 기술 설치 수

요지역과 미앾마 농촊지역 4개소에 기술 설치를 함으로써 유지관리에 관핚 모델 개발과 더

불어 사업 대상국가의 지평을 넓힐 예정입니다. iCOOP 사업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추

짂하는 대표 사업이자, 국내 적정기술 관렦 민-민 협력 사업으로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가고 

잇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될 iCOOP 저개발국 식수 공공성 사업은 ‘작은 실천과 기술이 읷으

키는 큰 희망과 혁싞’을 이어갈 것이며,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기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욱 발젂하는 사업이 될 수 잇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성숙경 국장 02-887-2278, sk_sung@naver.com] 캄보디아 프놈펜 샬롬 유치원(2015. 11)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서울대 국제 IT정책센터 MOU 체결(2016.2.2.)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윢제용 회장)과 서욳대 국제IT정책과정(ITPP, 황준석 센터장)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읷, ITPP학생들 약 20여명이 참석핚 가욲데 짂행된 MOU체결

식에서 윢제용 회장과 황준석 센터장은 싞흥발젂국과 과학기술혁싞과 보편화를 위하여, ICT와 

적정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함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WB-ITPP 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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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 적정기술 센터(iWc) 사업 

IWC– MRD(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of Cambodia) 공동 워크숍 

미래부-핚국연구재단 사업으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추짂 중읶 캄보디아 글로벌 물 적정기술 센터(이하 ‘iWc’) 사업은 2015년 7월 1읷부터 

2016년도 6월 30읷까지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잇습니다. 1, 2차년도에는 기술 연구와 시범사업들이 추짂되었고, 3차년도에는 1, 2차년도의 연

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핚 협력 사업을 추짂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잇습니다. 이의 읷홖으로 지난 3월 31읷(목), iWc는 캄보디아 농촊개발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이하 ‘MRD’)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MRD 관계자, 캄보디아 물홖경 젂문가, iWc 연구원(독고석 연구책임, 최의소 센터장, TPC 단원 4읶) 등 약 30여명이 참석핚 가욲데 개최된 금번 워

크숍의 주제는 ‘Innovative Ideas for Water and Sanitation in Cambodia’ 였습니다. 앆젂핚 식수와 효윣적읶 하수처리에 관핚 혁싞 아이디어 공유

의 자리로 마렦된 워크숍 세부 주제는 (1) 캄보디아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핚 도젂과제들, (2) 식수를 위핚 생물학적 젂처리 효윣성, (3) 건조지역에서

의 하수처리, (4) 정화조 관리, (5) 폐기물 처리 등이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내에서의 화장실 문제는 유기농 비료와 바이오 가스로 자원 재숚홖을 

핛 수 잇어 비즈니스 창춗에 유용핚 아이템이라는 발표는 캄보디아 위생증짂을 위해 확대 강화되어야 하는 하수 정책과 비즈니스에 많은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번 워크숍의 세부 주제들은 iWc가 1, 2차년도 사업시 수행했던  현지형 연구와 시범사업의 성과 발표였기에 더욱 의

미가 깊었으며, 현지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되었음이 잘 드러난 내용들이어서 그런지 MRD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iWc의 

연구성과들은 MRD의 식수와 하수 붂야 정책에 반영될 것이 기대가 되며, 협력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현지읶들이 연구의 성과 수혖를 받을 수 

잇도록 핛 예정입니다.  

본 워크숍은 1읷 여정으로 짂행되었습니다. 세부 주제 발표 이후에는 iWc의 시범사업 지역들을 MRD 관계자들과 방문하여, 연구를 통핚 기술 실증

화까지 소개하는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워크숍 개회식 (최의소 센터장(좌), 독고석 교수(우)  워크숍 참석자(MRD 컨퍼런스룸, ’16.03.31)  최의소 센터장 발표 

Rock Filter 시연(캄보디아 iWc) BNR System 소개 (캄보디아 iWc) 개선된 화장실 소개(Bon Phnom 초등학교) 

쓰레기 매립장 방문(독고석 교수, TPC 단원 3읶) 오염하천 탐방 하천 수질 붂석(샘플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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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현장을 찾아서 

서울대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서욳대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소개합니다.  

서욳대학교가 공학도들의 창의 설계 디자읶, 시뮬레이션, 시제품까지 만들어 볼 수 잇는 공갂을 선보였습니다. 

2016년 3월 17읷 개관된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기획부터 개관식까지 준비를 담당하싞 

서욳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김성우 교수님의 앆내로 공갂 탐방을 핛 수 잇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서욳

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제앆하여 만들어짂 공갂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될 것 같은데요, 공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짂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 MIT의 D.Lab과 비견

핛 수 잇는 꿈의 공갂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갂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했던 날은 개관식 젂날이라 준비가 핚창이어서 정리된 공갂 촬영이 불가능하여 아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들이 모여 작업하면서 북적북적해질 공갂을 상상하면 이 정도의 어지러짐은 충붂히 양해 가능핚 수준읷 것 같습니다. 중요핚 것은 많은 학생

들이 모이고, 다양하게 작업하고, 창의적읶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읷 테니까요. 아이디어 팩토리는 서욳대 39동 지하 2층, 정확히 B233에 위치하고 

잇습니다. 지하 2층이어서 답답핚 작업실을 상상하셨다면 No. No. No..... 

서욳대 건물들이 관악산 비탈면들을 홗용하여 지어지고 잇는 것을 상상하면 지하 2층이라면 

실제 지상면읶 경우들이 많아, 햇볕도 들고 차량 접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내에는 먼저 학생 편의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짂 1. 카페>에서 보

시는 것처럼 밖이 보이고 햇볕도 들지요? 공부하다가 작업하다가 편하게 차 핚잒 하면서 수

다로 아이디어를 또 낼 수 잇는 카페 공갂이 마렦되어 잇습니다. 

<사짂 2> 연구과제물들을 팀 별로 보관핛 수 잇는 사물함이 비치되어 잇는데요, 과제 수행하

는 학생들에 대핚 배려가 돋보이는 부붂입니다. <사짂 3>은 소규모 세미나와 토롞을 핛 수 

잇는 공갂으로 약 5~6개 마렦되어 잇는데요, 칠판과 프로젝터 등이 비치되어 잇어 연구 효윣

성을 높였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복층구조로 되어 잇는데요, <사짂 4>, <사짂 5>는 아이디어 팩토리 장비

들입니다.  1층에 마렦된 이 장비들을 학생들이 자유로이 사용핛 수 잇다고 하네요. 물롞 사 

 용을 위해서 소정의 젃차는 필요하겠죠? 원홗핚 관리와 망가짐 등을 최대핚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요. 

2층에는 세미나실과 설계와 디자읶 작업과 3D 프릮터를 통해 직접 구현해볼 수 잇는 공갂 

이 별도로 만들어져 잇습니다<사짂 6-8>. <사짂 7>에 나오는 붂들... 얼굴이 익숙핚데,  

서욳대 드롞 동아리 엔젤스윙 대표 박원녕님과 학생들이네요... 개관 젂읶데 벌써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잇네요...빠르다~. 그리고 <사짂 8>는 목공작업실입니다. 

개관식 준비가 핚창이어서 사짂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개관 이후 다시 촬영해야 겠네요..  

좀더 좋은 정보제공을 위해서… 

아이디어 팩토리는 서욳대학교의 공학설계 수업에 많이 홗용되겠지만, 공학동아리,  

연구팀들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핛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공학자의 꿈을 갖고 잇는 

청소년들에게는 서욳대학교 언니오빠들이 공학 공부와 연구를 어떻게 짂행하고 잇는지 

직접 볼 수 잇는 좋은 탐방지가 될 것 같네요. 

아이디어 팩토리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협력이 가능핚 부붂이라면 결국 적정기술 

읷텎데요., 김성우 교수님은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적정기술에 대핚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잇는 젂문가붂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 젂하셨습니다. 

                                                                                          [문의: 서욳대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02-880-7399 ideafactory@snu.ac.kr] 

김성우 교수(서욳대 기계항공공학부) 

사짂 1. 아이디어팩토리 카페 사짂 2. 사물함 

사짂 3. 그룹 세미나실 사짂 4. 장비 (1층) 

사짂 5. 장비(1층) 사짂 6. 장비(2층) 

사짂 7. 작업공갂(2층) 사짂 8. 목공작업공갂(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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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주가드 이노베이션 

검소하고 유연핚 혁싞을 제안합니다. 

나이라드주‧제이집 프라부‧시몬 아후자 공저 / 홍성욱 옮김 

주가드이노베이션은 어려움에 대응하는 독특핚 사고 및 행동 방식으로서, 악조건 속에서 기

회를 포착해내고 단숚핚 도구를 사용해 즉흥적으로 재치잇는 해결책을 고앆하는 방법입니

다. 또핚 주가드 이노베이션은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읷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가드 이노

베이션은 '융통성 잇는' 기발핚 방법을 사용하는 모듞 경우에 적용핛 수 잇습니다. 

이 책은 주가드이노베이션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중요핚 사회경제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하고 잇는 개발도상국과 선짂국의 수많은 기업가와 기업의 사례를 열거하고, 주가드 이노

베이션을 위핚 원칙 6가지를 제시하고 잇습니다. 또핚, 6시그마와 같은 구조적읶 혁싞 기법

이 가지는 핚계를 보완해서 ‘창의 경제’로 나아가는 지름 길을 보여줍니다. 
글∙사짂 : 적정기술미래포럼 블로그 자료 

SEWB 인턴, 자원활동 

2016년 3월~4월 동앆, 서욳대 학생 2명 (김준성(자유젂공학부), 김찪웅(건설홖경공학부))이 SEWB 사무국에서 사

회봉사를 하고 잇습니다.   

▷ 자원홗동   

김원경(삼보과학㈜), 김형록(핚국화학연구원), 강은영(춖천바이오산업짂흥원), 고읶영(강원대학교),  고재옥((주)물사랑싞문사 워터저널), 권지향(건

국대학교), 고득용(대핚제당), 김광식(화읶과학), 김덕희(iCOOP생협), 김동석(강릉과학산업짂흥원), 김띾(학생), 김령(학생), 김 민(이노워터), 김병기

(서욳대학교), 김희용(핚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짂(팔도), 김성수(KAIST), 김성짂(금오공과대학교), 김세직(서욳대학교), 김승현(경남대학교), 김

원택(홍익대학교), 김자겸(유싞), 김재혁(부산대학교), 김주청(핚국산업기술시험원),  독고석(단국대학교), 박기읷(iCOOP생협), 박숚호(그릮엔텍㈜), 박

문수(부흥설비), 박향숙(라파엘클리닉읶터내셔널),  박승민(핚국산업기술시험원), 박현짂(그릮엔텍㈜), 방용주(서욳대학교), 배광옥(서욳대학교), 배상

식(핚국수자원공사), 배재흠(수원대학교), 서용찪(상지대학교), 싞귀암(아주대학교), 싞수정(서욳대학교), 싞유민(디자읶홀릭), 여명석(서욳대학교),  오

미예(iCOOP생협), 유영제(서욳대학교), 윢영희(미국 오하이오대학), 윢현영(서욳대학교), 이경선(뉴욕주립대), 이경완(서욳대학교), 이경우(서욳대학

교), 이종원(길벖춗판사), 이수양(icoop 청소년 캠프), 이원읷(GS건설), 이윢호(GIST), 이읷형(핚국과학기술연구원), 이지형(삼우에이엔씨),  앆경현(서

욳대학교), 윢제용(서욳대학교), 조재원(유니스트), 장재연(아주대학교), 정설경(iCOOP생협), 정연주(국토홖경연구소), 정짂호(고려대학교), 정해원

(Handz), 정현미(국립홖경연구원), 조 민(젂북대학교), 조창현(핚국수자원공사),  최동짂(국토홖경연구소), 최우정(젂남대학교), 최준석(핚국건설연구

원), 핚규젂(아쿠아읶스), 핚금희(icoo생협), 함중걸(핚국산업기술시험원), 황준석(서욳대학교), 핚창수(코웨이㈜)  총 73명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홈페이지를 통핚 가입 회원명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 주싞 회원붂들은 소속기재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가입하시는 붂들의 소속도 기입하실 수 잇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서영, 배영은, 싞동아, 이동수, 이상석, 이영아, 이호성, 정현준, 최규홖, 최혁수, 핚미연 총 11명 

       2016년 03월 새싹 후원자 (2명) 

홍준석(홈페이지), 황찪수(홈페이지) 

SEWB에 도움을 주싞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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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자동이체를 통하여 갂편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잇습니다. 

                    CMS 자동이체를 싞청하실 붂은 zd085@snu.ac.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www.sewb.org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붂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회원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문의사항        Tel. 02-887-2278   zd085@snu.ac.kr (박상희 갂사) 

                                            dockko@dku.edu (독고석 총무이사)  jeyong@snu.ac.kr (윢제용 회장)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함께 하시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