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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Newsletter is brought to you for our appreciation of your support in our actions !!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or any further information / question / support request. 
www.idream4all.org 

 
 

제 1회 I-Dream 적정기술캠프개최 (2016년 7월 27-29일) 

 

한국에서는 나눔과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교, 연구기관들이 동참하여, 해마다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 유럽에서는 I-DREAM 의 적정기술 캠프가 이러한 

한인들의 노력에 동참하는 유럽 한인의 행사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를 위하여 해마다 한인 

2 세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자 이번 2016 년 7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2 박 3 일간  제 1 회 I-Dream 

적정기술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캠프의 목적은 유럽에 사는 한인 2 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유럽인의 문화와 환경을 받아들여 자라나는 세대인 한인 2 세들이 유럽안에서 자라,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세계 경제상황과 빈부격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 적정기술의 개발과 이의 적용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인류공영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캠프에는 강사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공학, 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수행중인 학생들이 튜터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 및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적정기술 의 개념을 소개하고 과학기술과 나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조별로 아프리카 

적정기술 문제들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문제 정의, 해결방안 찾기 등 공학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조별로 

발표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http://www.idream4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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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ica Field Problem Group Activity> 

 

< Workshop 1 Lamp Experiment>                    <Workshop 2 Seed ball> 

 

<Design Process Lecture and Grou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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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조 뽑아조 기억해조 (14세): 김민주, 유은솔, 이수빈, 이형빈, 담당튜터: 신희성, 정우영, 윤수영 

  

노벨상팀 (11-13세): 남다연, 남다희, 배정빈, 황노아, 김진우, 박관영,  

담당튜터: 김수인, 김지은, 박미현, 석슬기, 정애라  

 

BSG 팀 (18세): 정해찬, 신영철, 신해철, 김재현, 담당튜터: 이성호,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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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K (14세): 폴영준, 장근환, 유연우, 노악다니엘, 베크너팀나,   담당튜터: 이광준, 이종훈, 최지민  

 

  

일단먹고보조 (15-16세): 이동훈, 이지형, 유선우, 배수빈, 최영재, 김지윤, 담당튜터: 김수완, 김예림, 박희태 

 

  

My Precious (17세): 이지원, 문한울, 권성우, 박세영, 담당튜터: 김정모, 나대엽,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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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C 동반성장세션 개최 

지난  2013년 부터 저희 협회가 주관을 하여 진행되었던 EKC 의 동반성장 Inclusive Development 세션은 이번 

EKC 2016 에서는 3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의 전문분과세션은 지난 몇 년 간의 

적정기술에 관한 연구의 진행내용을 살펴 보고, 정리하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적정기술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Session 1: Inclusive Development and Appropriate Technology 동반성장과 적정기술 

 Session 2: Improvement of African Housing Environment and Comfort 아프리카의 주거 환경 개선 

 Session 3: Science Education in Africa아프리카의 과학교육 
 

특히 올해에는 아프리카 챠드에서 박근선지부장님, 전재수영사님, 그리고 Eric Guedeng이 참석을 하여 챠드의 

현지 사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와함께, 현재 챠드의 시내에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협회의 건축사 회원들 (이인선, 이승호, 현소영)과 박진미 박사의 참여로 아프리카의 주거 환경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챠드의 Eric이 I-DREAM Chad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관하였던 현지 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실 수업에 대한 시험실습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김은정 

박사가 지금까지 고민해온 아프리카의 과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챠드 박근선 지부장 강연>                                             <박진미 박사 강연> 

 

 
< 이인선 건축사 강연>                                                 <이승호 건축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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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DREAM 총회 개최 

2016년 7월 30일에 제 2회 I-DREAM 총회가 베를린 Estrel Hotel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EKC행사에 참석하였던 I-DREAM 회원들과 적정기술캠프에 참여한 튜터들, 그리고 EKC 2016 

기간 중에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회 주요  결정사항 요약 

이번 2016년 총회에서는 지난 일년간의 협회 활동과 재무/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초, 챠드에 협회의 건축사 회원들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교육센터 건설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이승호, 이인선, 현소영 세 분의 건축사 회원들이 설계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후반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적정기술 캠프의 개최를 위하여 EKC 2016과의 협의, 튜터들의 

모집 및 튜터 교육진행, 그리고 EKC 2016 현장에서 청소년 적정기술캠프를 진행한 모든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에, 향후 EKC 회장단과 협력하여, 가능하다면 해마다 EKC 에서 청소년 

적정기술캠프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은정 이사의 주도하에 협회의 웹페이지 개선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한국 KISTI 의 후원으로 

적정기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의 안건으로 제안된, 후원회원제도의 확립과 아프리카 챠드에 I-DREAM 협회의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안건의 결과  

신임 이사 선출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부터 2년 간 새로 봉사를 할 신임 이사들은 정애라, 조형실, 최경일, 

최영옥 회원 (최경일,김도원,  김병윤, 이용원 회원은  2015-2016까지 이사 임기) 입니다. 

 
 

이후 개최된 첫 번째이사회에서올한해동안협회를이끌어갈임원진을선출하였습니다. 

 회장: 최경일 kevin.k.choi@idream4all.org 

 부회장: 김도원 dowon.kim@idream4all.org 

 총무: 김병윤 byungyoon.kim@idream4all.org 

 재무: 정애라 aera.jung@idream4all.org 

 학술: 박진미 

 HR (회원관리): 조형실 

 웹, 데이터베이스: 김은정 

 감사: 최영옥 
 

 

  



I-DREAM    Newsletter  Fall 2016 

동반성장 연구회 www.idream4all.org Page 7 

제 4차 아프리카 챠드 도서 기증  

지난  2014년 부터 시작한 아프리카 챠드에 학생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도서 기증사업으로 

지난  5월 말에 프랑스에서 통합 4번째로 챠드에 불어 및 영어책을  9박스  (총 150 kg) 배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증된 책들은 챠드의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적정기술 단체과 협력 방안 논의 

“한국적정기술학회” (www.appropriate.or.kr) 는 한국의 적정기술분야의 질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난 8월에 서울대 캠퍼스에 위치한 적정기술학회와 같은 장소에 함께 위치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에서 유럽에 위치한 I-DREAM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함께 적정기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2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적정기술 학술지의 편집 위원 한 분을 I-DREAM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모든 I-DREAM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appropria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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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원소개 
 

최경일 (회장) 

KAIST 전산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Surrey 써리 대학에서 위성통신공학 석사, 

그리고 프랑스 Telecom Paristech 에서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항공우주국 CNES와 독일의 유럽기상위성센터 

Eumetsat 을 거쳐 2000년부터 현재의 Eutelsat S.A.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다.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용으로 국민포장 (1992년) 

및 세종상 과학부문 (1992년)을 수상하였다. 2011년부터 Europe-Korea 

Conference (EKC)의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항공우주 

전문가 그룹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EKC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동반성장을 위한 세션을 주관하였으며, 2014 년에 

창립된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 I-DREAM 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전세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럽의 역할과,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교육과 

보급에 참여하고 있다.  
 

김도원 (부회장)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를 마친 후 에너지 

화학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영국 Lord Ashcrof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국 Cambridge에 

위치한 TransSientia 에서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2014 년부터 유럽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협회인 I-

DREAM 의 창립멤버이자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재영국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을역임하였고, 2011 년부터 Europe-Korea Conference (EKC) 

학술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4년 부터 유럽 에너지환경한인전문가 포럼 

(K4EF) 의 대표로 동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분야는 산업생태학이며, 

특히 생태 산업개발과 자원 효율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근래 아프리카에서 농업에 기반한 

생태산업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윤 (총무이사)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 후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핵융합관련 소재에 대한 구조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5-

2007), 국가 핵융합연구소 ITER 부품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08-

2011), 현재는 ITER 국제기구에서 TBM 분야의 기계부문 책임자로 

2012년부터 재직 중에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적정기술 관련해서 CFSE 및 

나눔과 기술에서 활동하였으며 차드의 건망고 및 사탕수수숯 프로젝트 

(특허청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적정기술, 36.5의과학기술” 저서를 

감수하였다. 또한 2013 년 I-DREAM  협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총무이사로 I-DREAM 주요 프로젝트 및 차세대 개발 프로그램 

(청소년 적정기술캠프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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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Members 가입방법및후원안내 
 

I-DREAM 동반성장연구회에서는관심있는여러분들의참여를기다립니다. 회원가입서를작성하여보내주시면, 

이사회의검토를거쳐서회원가입을확정하고, 확인메일을보내드립니다. 

 

재능기부로봉사하는정회원회비는연 20유로이며,후원회원은월 10유로이상입니다. (2015-2016년기준) 

회원가입을위한회원가입서와회비납부정보는 http://www.idream4all.org/p/about-us.html에서찾으실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의따뜻한후원에깊이감사드립니다. 

 

 

 

http://www.idream4all.org/p/about-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