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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tive Thon의 시작
필자는 2009년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경진대
회”를 통해 적정기술이라는 용어와 활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 적정기
술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1)
그러던 중 2012년에 해외사회적기업탐방단 Seeke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에너지팜
과 함께 다녀온 캄보디아 따께오 이삭학교에서 적정기술 현장을 직접 체험한 경험은 필
자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적정기술을 왜 해야하는 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 후 필자는 적정기술 활동을 위한 대상국으로 캄보디아를 선택하고 해외 IT봉사와 사
업을 진행하였다. 캄보디아에 한번 들어가면 1개월씩 머물며 캄보디아에 필요한 LED 전
구를 실험하며 연구하기도 하였고, 좋아하는 버스 노선을 캄보디아에 구성해보기 위해
캄보디아 전역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캄보디아에 필요한 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툭툭이 콜서비스 연구 개발을 진행해보기도 하였다. 캄보디아에 10여 차례 다녀오면서
현장을 경험하게 된 필자의 생각은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적정기술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특히 혼자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때 필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다. “ICT 기술은 적정기술인가 아닌가?” 필
자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적정기술이라고 보았다. 캄보디아를 돌아
다녀보니 삶은 어려워도 오토바이와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트렌드
1) 필자는 그 당시 이미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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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어야하지 않는가? 당연히 전통적인 적정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적정기술은 그런 기술이 아니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적정기술은 바로
필자의 전공인 ICT 기반의 적정기술이었고,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고 현지인들도
쉽게 제품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었다. 이런 고민 끝에 캄보디아에서의 활
동을 잠시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노베이션경영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대구에서 1년간 창업공부
를 다시 시작하였다.2)

그림 1. Cre8on 플랫폼을 통한 메이커 공유 서비스 제안

그러던 차에 필자의 연구실에 있던 후배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메이커들을
위한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Cre8on이
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메이커운동이 발전하는 트
렌드와 맞지 않았다. 당시 필자는 Maker 활동을 기술공유라고 생각했으나, 사람들은 모
여 들지 않았다. 그로 인해 메이커 공유 서비스는 진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3)
하지만 여기서 실마리를 찾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15년에 시도하였던 메이
커 활동이었다. WingWing 시리즈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제작한 WingWing IOT 서
비스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기

2) 면접은 캄보디아에서 화상으로 보았다.
3) 캄보디아에서도 Maker 교류를 해보았지만, 주위에서는 시대를 너무 앞서나갔다고 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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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작하였다. 오픈 H/W 아두이노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며 적정기술과 메이커 운동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
었다.

그림 2. WingWing Fan(적정기술 기반의 조종 IOT 서비스)

그러던 중 2016년 4월 적정기술미래포럼 주최로 ㈜메이크앤플레이에서 진행된 “11회
적정기술 아카데미”를 통해 메이커와 적정기술의 결합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에 필자는
적정기술과 메이커를 결합하는 모임을 대전에서 만들어 보기로 하고 SNS에 공지를 올렸
다. 그 결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정기술과 메이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확
인되어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인 Creative Thon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Creative Thon
Creative Thon은 창의적인 마라톤이라는 뜻으로서 Cre8on(크리에이온)4)으로 불리기
도 한다. 2016년 4월 12일에 설립되었고, 2019년 10월 현재 약 2,200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는 대형 커뮤니티로 발전이 되었다. 대전을 본부로 하여 수도권지역, 대구, 전라
도, 부산,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하며, 적정기
술, 메이커, 리빙랩의 융합 적정기술 오픈소스를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당시 4학년 학생이 BI(Brand Identity)를 제안하여 만든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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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2,187명

네이버카페

1,422명

밴드

그룹카톡방

257명
대전 : 141명
서울(수도권) : 153명
대구 : 41명
부산 : 8명
전라도 : 19명
크리스천 : 43명
세대융합카톡방 : 61명
정보공유(오픈카톡방) : 81명
2019.10.27.기준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Creative Thon은 소속회사 2개와 메이커스팀 1개를 추가
로 설립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re8on Makers

메이킹협동조합

㈜ 놀만

Cre8on Makers는 Creative Thon의 실무운영진 및 인턴운영진 등의 풀타임 운영진
들이 적정기술 및 메이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Makers팀으로서 프로젝트를 주기적으
로 진행하고 있다. 메이킹협동조합은 Creative Thon의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협동
조합으로서 Creative Thon의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조합원은 13명이다.
㈜놀만은 Creative Thon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ICT 기반의 H/W
제품과 S/W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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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reative Thon의 비전 및 핵심분야

Creative Thon의 비전은 적정기술기반의 메이커운동 확산을 표방하며, 적정기술 기
반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누구나 메이커가 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다.
Creative Thon의 핵심 분야는 적정기술 분야 ICT 분야인 ICT4D, 오픈소스 적정기술
(OSAT), 메이커 운동 기반의 사회문제해결(Maker Movement), 국제개발협력형 메이커
운동(Maker ODA),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메이커 기반 리빙랩(Living Lab)의 5개 영역이
다.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이 각기 분야는 달라도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RGB
오픈소스 적정기술 리빙랩을 목표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3. Creative Thon의 오픈소스 적정기술
Creative Thon의 ‘오픈소스 적정기술’은 지역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
여 그 지역에 필요한 기술(즉, 적정기술)을 오픈소스와 결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킹크랩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Creative Thon
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적정기술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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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Liter of light & night Open Source
Liter of night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페트병과 빨대, 컵 및 다른 재활용품을 가지고
자가발전 기반의 전구로 만든 것이다.

양철지붕에 설치된 Liter of light

자가발전 파이프형 페트병전구

페트병 전구와 태양광 페트병 전등은 ‘1리터의 빛(Liter of Light)’ 캠페인을 통해 전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보급되었으며, 현
재 15개국 35만개 이상의 가구에서 페트병 전구를 사용하고 있다.
Creative Thon에서는 페트병 전구를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형태로 만
들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페트병 전구가 만들어졌는데, 대나무 가로등으로 발전
한 것도 있고, 블루투스와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도 있다.

그림 4. 각 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페트병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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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설치 및 다양한 콘텐츠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오픈소스 적정기술로
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이든 환경에 따라 바뀌어 갈 수 있고, 쉽
게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3.2 Creino(Creative Thon Open H/W Shield)
Creino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IT 기기의 충전이 어려웠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기존 아두이노 및 오픈 H/W에 쉴드처럼 얹는 형태로 전원공급 및 시제품
제작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1단계 제품은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 형태로서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제품인 태양전지 기반의 Creino도 개발이 완료되었다. Creino는 아두이노 계열뿐만
아니라 라즈베리파이 및 다른 오픈 H/W와도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추후에는 블
루투스를 내장하여 프로세서에 쉴드만 꽂으면 바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
년 1월부터 Creino는 키트와 결합하여 메이킹협동조합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3.3 Open Source OSAT Smart Farm
오픈 H/W를 통하여 제작한 스마트팜으로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앱인벤터를 통해
서 전원공급, 물펌프 제어 등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5) 2019년 7월에 시작된 본 적

5) 개도국 현장에서는 무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블루투스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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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술 프로젝트는 몽골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용과
식물재배용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식물재배용 대형 스마트팜

교육 체험용 식물재배 스마트팜

그림 5. 두 가지 형태의 스마트팜

4. Creative Thon 이외의 국내 적정기술 오픈소스 사례
4.1 마을기술센터 핸즈6)
마을기술센터 핸즈는 적정기술 오픈소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커로서 적
정기술 활동가로서 그리고 현장 활동가로서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적정기술 교육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메이커 교
과서 책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6) http://hand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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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술센터 핸즈 활동

태양광 메이커 교과서
※ 출처 : 마을기술센터 핸즈 홈페이지

4.2 JIT 적정기술연구소
손문탁 박사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경주, 포항, 울산, 문경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글로
벌 기반의 적정기술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적정기술 연구소로서 다양한 기기를 만들
고 있으며, 적정기술, 리빙랩, 메이커 오픈소스를 전파하고 있다.

그림 7. 스마트 닭장 IOT 진행(출처 : 손문탁 박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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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침의 글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Creative Thon을 3년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적정기술을
대중화시키고 메이커와 리빙랩을 결합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눈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에 관련된 직업 종사자가 늘어
서 더 많은 콘텐츠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핵심어: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 오픈소스,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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