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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디자인 접근방식으로서의 적정기술 

- IDDS사례를 바탕으로 -

 

김지현, 정민하

 적정기술 미래포럼 매니저, IDIN Member

IDDS(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애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식은 세계 빈곤 문제에 
직면한 현지 사람들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이 단순히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받는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이고, 협업할 수 
있는 문제해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IDDS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어떻
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며, 참여적 디자인 접근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19년 6월,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이 주관하는 National 
Design Award는 Corporate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 분야의 수상자로 MIT
의 D-Lab1)을 선정하였다. 해당 분야는 디자인을 하나의 미션이자 전략적 툴로 사용하며, 
디자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통찰력있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준 
기업 혹은 교육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1) D-Lab은 MIT의 적정기술 연구소로서,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하여 세계 빈곤 문제에 대한 협력 적 접근 방식과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
하고 발전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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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D-Lab의 설립자 Amy Smith는 수상 후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은 결과물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기쁨과 당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 기쁨과 성취
감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어떻게 사용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
요.”라고 대답하였다. 디자인에 있어서 과정의 중요성과 사용자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D-Lab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IDDS(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는 
Amy Smith가 강조했던 참여적 디자인 과정의 좋은 예시이다. IDDS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이 현지에 모여, 2주에서 4주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실습 
중심의 디자인 프로그램이다. 2007년 MIT 캠퍼스에서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김지현, 정민하는 <적정기술미래포럼>이 주관하는 적정기술 아카
데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적정기술미래포럼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각각 IDDS 
Amazon 2016과 IDDS Uganda 2019 에 International participant로서 참여하였고, 
해당 경험을 통해 IDDS 소개 및 IDDS의 참여적 디자인 문제해결 접근방식에 대해 소
개하려고 한다.

2. IDDS 소개

IDDS(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s)는 MIT의 적정기술 연구소인 
D-Lab에서 Amy Smith 교수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IDDS는 다양한 문화와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현지 커뮤니티에 모여, 2주에서 4주의 짧은 기간 동
안 진행되는 실습 중심의 디자인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참여적 디자인 과정을 중심
으로, 현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 2007
년 MIT 캠퍼스에서 열린 첫 IDDS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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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DDS의 시작(IDDS 2007-2012)

2007년, MIT D-Lab의 설립자이자 기계공학과 교수인 Amy Smith는 첫 IDDS를 
개최하였다. MIT 캠퍼스에 20개국의 나라에서 50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디자인 
방법론을 익히고, 프로토타이핑과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서밋이 진
행되었다. 이후 2012년까지 총 6번의 IDDS가 진행되었고, 매년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며, IDDS의 정신과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그림 1. IDDS 2007, 2008

2009년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서밋이 개최되었다. 가나의 KNUST(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와 현지 사람들이 함께 공동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솔루션을 만들어나가는 방법
을 도입하였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열린 IDDS 2010은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1년, 다시 가나에서 진행된 서밋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커리큘럼을 더욱 발전시켜나갔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IDDS 2012에서는 많은 
것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처음으로 현지 팀에 의해 개최되었고, 처음으로 도시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처음으로 참가자 전원이 Bilingual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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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DDS 2009, 2012

2.2 IDIN의 탄생과 성장 (IDDS 2012-2017)

2012년, D-Lab은 IDIN(International Development Innovation Network)을 설립
하였다. IDIN은 IDDS의 Alumni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디자인 서밋을 주최
하고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각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원하였다. 
IDDS에 참여했던 Alumni들은 IDIN의 멤버로 등록되어, IDIN으로부터 그들의 혁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펀딩, 멘토링, 트레이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USAID’s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로부터 펀딩을 받았고, MIT D-Lab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기관 파트너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림 3. 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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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에서 열린 IDDS 2012 이후, 현지에 기반을 둔 팀들을 중심으로 서밋을 주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연 1회 개최되던 IDDS는 더 많은 횟수와 다양한 규모로 진행
될 수 있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총 17번
의 서밋이 열렸고, IDIN의 네트워크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다. 네트워크의 멤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로 리소스를 공유
하고 함께 일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IDIN은 이 시기에 IDDS Spirit2)

이라고 할 수 있는 Co-Creative, Empathetic & Resilient, Diverse&Inclusive, Resourceful, 
Hands-On & Fun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정립하였고, 이 가치들을 중심으로 서밋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성장 시켜 나갔다.

2.3 다음 세대의 IDDS & IDIN (IDDS 2017-현재)

2017년, IDIN은 International Volunteer Steering Committee3)를 구성하여 IDDS
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Steering Committee는 Amy Smith 외 6명으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IDDS에서 많은 경험과 기여를 했던 IDIN의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IDDS Spirit을 
이어받아 연간 프로그램과 IDDS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츠와나, 콜롬비아, 
케냐, 우간다 등에서 서밋을 개최 및 운영하였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계획되었던 IDDS들은 연기된 상태이다.

3. IDDS의 참여적 디자인 접근 방법

IDDS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4)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식은 세계 빈곤 문제에 직면한 현지 사람들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극적
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단순히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받는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이고, 협업할 수 있는 문제해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IDDS는 이 방법을 
통해, 현지 사람들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2) http://www.idin.org/idds/about-idds/idds-spirit

3) http://www.idin.org/about-idin/idds-steering-committee

4) https://d-lab.mit.edu/innovation-practice/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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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효용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design for) 것만이 아닌, 그들과 함께(design with) 그리고 그들에 
의한(design by)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IDDS에서는, 한 팀 안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불편함이 생긴다. IDDS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가자와 현지 주민이 함께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다양성과 포용(Diverse & inclusive)

IDDS의 참여적 디자인 접근방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IDDS 정신의 하나이기도 한 Diverse & inclusive는 팀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된다. IDDS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 젠더, 연령, 
종교 및 국적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Case study 1: 지역과 다양성을 고려한 참가자 선정

브라질에서 개최된 IDDS Amazon 2016은 총 40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10명은 아마존의 커뮤니티 출신 참가자, 15명은 브라질 국내 참가자 그리고 나머지 15명
은 국제 참가자로 구성되었다. 국제 참가자의 경우, 다양한 대륙의 11개의 국가에서, 디자인, 
공학,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와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Uganda Rhino 
Refugee Camp에서 진행되었던 IDDS Uganda 2019의 경우에도, 11개 국적을 지닌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Refugee와 Non-Refugee 참가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선정되
었다.

선발 과정뿐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팀 구성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려
는 노력이 유지된다. 선정된 참가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현지 참가자를 중심으로, 국내, 
국제참가자가 비슷한 비율로 한 팀이 이루어진다. 이때 전공 분야가 최대한 겹치지 않
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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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DDS Amazon 참가자들의 국가, 분야, 성별의 다양성

그림 5. IDDS Uganda 참가자들의 국가, 성별의 다양성 및 난민&비난민의 균형

3.2 공동 창작(Co-Creation)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갖춰졌다면 그다음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Co-Creation 
단계이다. IDDS가 추구하는 Co-Creation은 현지 커뮤니티의 일원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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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솔루션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Design with users)에서 더 나아가 
직접 솔루션을 만드는 디자인(Design by users)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디자인 프로
세스에 있어서 가치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언어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함께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IDDS에서는 
주로 디자인 배경이 없는 현지 참가자들에게 사전 디자인 워크숍 주제 선정을 위한 워
크숍 등을 통하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Case study 2: 사전 워크숍을 통한 Co-Creation 준비

IDDS Amazon의 경우, 서밋이 진행되기 전 지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태 건축 워크숍
(Bio-construction workshop)5)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IDDS가 시작되기 
전 현지 참가자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IDDS Amazon의 주요 주제 
중 하나였던, Permaculture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다. 단순히 현지 참가자들이 
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림 6. IDDS Amazon 생태 건축 워크숍

5) http://www.iddsamazon.org/bioconstruction-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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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3: 현지 주최자들과 현지 참가자 중심의 주제 선정

IDDS 우간다 2019는 Transforming Household Livelihoods를 테마로 하여 남수단
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Rhino Camp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밋이 시작하기 전, 서밋 
Organizer 중 하나인 Youth Social Advocacy Team(YSAT)과 함께 Rhino Camp에서 
서밋 참가자를 중심으로 5일간의 CCB Workshop을 진행했다. 이 Workshop을 통해 현지 
참가자들은 서밋이 시작하기 전 “Learn -> Imagine -> Create -> Test”의 과정인 
Design Circle을 한 바퀴 돌려보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디자인 역량을 쌓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현지의 문제점과 아이디어들은 서밋에서 3주간 진행할 프로
젝트로 진행할 주제로 선정되어 현지 참가자가 프로젝트의 오너십을 갖고 이끌어 가게
된다. CCB Workshop에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던 Charcoal Press(Briquettes), 
Groundnut Sheller, Simsim Sweets Maker, 총 3가지는 서밋에서 더 향상된 솔루션
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프로젝트로 확대되었고, CCB Workshop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는 서밋의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여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IDDS 우간다 2019에서는 Simsim Sweet Maker, 
Charcoal Briquette Maker, Pedal-Powered Paste Maker, Mushroom Watering 
System and Dryer, Organic Waste Processing, Plastic Bag Cutter 총 6개를 주제
가 선정되었고, 각각 아이디어를 낸 현지 참가자가 팀의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그림 7. CCB 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습(좌), 차콜프레스 프로토타이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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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imsim Sweet Maker 프로토타입 모습

Case study 4: IDDS 참가자들 간의 Co-Creation을 위한 환경 만들기 
현지 Organizer와 현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주제가 선정되었지만, 각 문

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IDDS 참가자 전원의 협업이 필수다. IDDS
는 서로 다른 언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사용한다. 

① 언어/신체의 제한 극복 

가장 먼저 IDDS는 참가자 개개인이 불편함 없이 참가하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한다. IDDS 아마존의 경우 현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포르투갈어인 데 반해 국제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였다. 팀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언어가 모두 가능한 현지 통역 봉사자들이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포르투갈어로 통역하며 팀 프로젝트를 도왔다.

또한 IDDS 우간다에서는 Rhino Camp 참가자 중 거동이 불편한 참가자를 위해 미리 
휠체어를 준비했으며, 캄팔라에 머물 때도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변 
교회도 미리 연결해두었다. 이렇게 IDDS는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
을 낮추는 지원을 통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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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am Building Activity 

프로젝트별로 현지 참가자 및 팀이 구성된 후 팀 빌딩 액티비티를 진행한다. 이는 팀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먼저 ‘Working Style Worksheet’을 통해 팀 구성원이 각자 일하는 스타일과 
성향을 나누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편인지, 아
니면 미리 여유롭게 끝내는 편인지”의 질문에 각자 어느 쪽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야
기한다. 이 과정에서 팀 퍼실리테이터는 성향별로 배려하면 좋은 지점들을 소개해준다.

<IDDS Uganda ‘Working Style Worksheet’ 질문 예시>

서로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는 ‘Team Charter’를 적는 시간을 갖는다. 팀 이름과 
프로젝트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의하는 동시에 ‘Team Principle’과 ‘Ground roles’ 
또한 정의한다. 정민하가 속했었던 ‘Simsim Sweet Maker’ 프로젝트에서는 ‘의사 결정은 
과반수 투표를 통해 진행하되, 최소 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의는 항상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다.’, ‘모두에게 기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회의 시간은 Time keeper
가 정한 대로 따른다.’ 등을 ‘Team Principle’과 ‘Ground roles’로 정하였고, 덕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의사결정을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대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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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DDS Culture6)

IDDS는 서밋이 진행되는 중에,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액티비티로는 매일 아침 진행되는 Morning 
Circle이 있다.  참가자들 전원이 큰 원을 만들어 둘러앉아 진행되며, 돌아가며 서로의 
작은 문제들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발표하면
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간다. 

그림 9. Morning Circle, IDDS Amazon

Participant Presentation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소개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International Potluck 행사에서는 자기 나라의 음식을 서로 만들어 먹고, 
축제의 밤인 Talent Show에서는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팀워크를 다진다.

Case study 5: 참가자와 현지 주민들의 Co-Creation

정민하가 속했던 Simsim Sweet Maker 팀은 이 ‘Community Visit’ 기간에 현지의 
실제 사용자들과 Co-creation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Simsim Sweet은 설탕을 녹여 액체로 만든 뒤 그 

6) https://www.idin.org/idds/organizer-toolbox/idds-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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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을 볶은 깨와 섞고 뜨거운 상태에서 한입에 먹기 좋은 모양으로 빚는다. 주로 여
성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뜨거운 설탕이 묻은 깨를 반죽하느라 
그들의 손은 자주 화상을 입는다. 또한 딱딱해지기 전 손으로 빚을 수 있는 양이 제한
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Simsim Sweet Maker팀은 시장에서 Simsim Sweet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를 찾
아가, 언제 어떻게 Simsim Sweet을 만드는지 물어본 뒤 우리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보
여주며 손이 뜨거운 설탕과 깨에 닿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한 번에 25개의 조각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판매자에게 직접 우리의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Simsim Sweet을 만들어 판매해보는 것을 제안하였고, 흔쾌히 한 판매자는 다음날 캠
프를 방문하여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Simsim Sweet을 만들었다. 이를 직접 시장에서 
판매해 본 뒤 다시 캠프에 방문하여 피드백을 전달했다. 우선 하나의 조각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이었고, 조각이 네모 모양이라서 모퉁이가 깨지는 것을 방지
하고 동시에 위생 목적으로 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Simsim Sweet Maker를 구매하는 것 보다 잠깐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고 싶다고 했
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Simsim Sweet Maker팀은 다음 프로토타입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정리했으며, Maker를 판매하기보다 대여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하였다. 또한, 대여 모델에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뿐
만 아니라, 현지 Community 활동을 하는 단체에 식사의 디저트로 대량 판매하는 것까
지도 고려하였다. 실제 Rhino Camp에서는 여러 구호 단체에서 현지에 머물며 
Community Program이나 Workshop을 진행하며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여기에 디저트로 Simsim Sweet을 판매하면, Maker를 대여하며 동시에 
Simsim Sweet까지도 주문을 할 수 있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
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프로토타입으로 ‘Test’를 하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Learn’을 하게 되면서 다시 
서밋의 디자인 프로세스 Design Circle을 다시 한 바퀴 돌 준비가 되었다. ‘Community 
Visit’ 과정에서 현지 사용자와의 Co-creation을 통해 프로토타입의 발전 방향뿐만 아
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다음 발전 방향까지도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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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로토타입(좌),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만든 Simsim Sweet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우)

3.3 Continuity

IDDS가 참여적 디자인 접근 방법을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Continuity’ 
때문이다. IDDS는 서밋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현된 
솔루션이 다음 Design Circle을 돌며 현지에서 지속해서 활용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
을 추구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IDDS 정신을 이어나가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창의적
이고, 협력하는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주간의 서밋이 끝난 프로젝트의 다음 Design Circle은 서밋에 참가했던 현지 참가
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현지 참가자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주제가 IDDS 참가자들과 함
께 솔루션을 만든 뒤 다시 스스로 직접 솔루션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며, 즉 솔루션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Design with users)에서 직접 솔루션을 만드는 디자인(Design by 
users)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Case study 6: 현지 참가자에 의한 Continuity

이러한 ‘Continuity’의 예시로 정민하가 속했었던 Uganda IDDS의 ‘Simsim Sweet 
Maker’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서밋 기간이 끝나고 팀원 중 유일한 현지 참가자였던 
Philip이라는 참가자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는 지속되었다. Philip은 서밋의 ‘Community 
Visit’ 기간에 받았던 피드백 중 가장 먼저 Simsim Sweet의 포장을 발전시켰다. 서밋
이 끝나기 전 간단하게 현지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잎으로 포장해보며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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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시장의 사이즈보다 큰 조각을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포일로 포장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서밋의 결과로 나왔던 프로토타입을 현지 
Organizer와 함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음 단계의 프로토타입으로 발전시켰
으며, Simsim Sweet Maker를 활용해 Simsim Sweet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
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림 11. 왼쪽부터 – 첫 판매 방식, 주변 재료를 활용한 포장법, 실제 판매를 위해 발전시킨 포장법

그림 12. 사진의 가장 왼쪽에 놓인 새로운 프로토타입은 오른쪽의 기존 프로토타입보다 

사용성과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Case study 7: 일반 참가자에 의한 Continuity

참가자들의 ‘Continuity’를 위해 IDDS는 참가자들을 IDIN의 멤버로 등록하며, ID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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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 빈곤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각자 자신이 처한 문제를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다. IDIN 네트워크의 멤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가 있거나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로 리소스를 공유하고 함께 일
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발전시킨다. 또한, IDIN 구성원들에게는 $20,000 규모의 펀딩을 
받을 수 있는 D-Lab Scale-Ups Fellowships7)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며, 현
재까지 14명의 IDIN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펀딩을 받았다.

그림 13. D-lab scale-ups program 구성

Case study 8: IDIN 파트너에 의한 Continuity

IDDS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해당 IDDS 참가자가 아닌 다른 IDIN Partnership의 
협력에 의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김지현이 참가한 IDDS Amazon의 Smelly Plant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였던 Essential Oil Distillator는, IDIN 파트너 기관인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UC Davis) D-Lab의 학생들이 발전시켜 나갔다. UC 
Davis D-Lab I & II 수업의 연구 과제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IDDS Amazon 2016이 끝나고 1년이 지난 2017년 다시 현지를 방문하여 
발전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기도 하였다. 

7) https://d-lab.mit.edu/innovation-practice/scale-ups-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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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현지 재료로 만들었던 초기 프로토타입(좌), 한 차례 더 발전된 프로토타입(우)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한 IDDS의 노력은 참가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프로젝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며,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IDDS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마치며 
한 번의 IDDS는 2주 또는 3주간 진행되지만, 1년 전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IDIN

의 Steering Committee는 IDIN 멤버에게 IDDS 주최자 모집 공고를 알린다. 현지 주최
자는 서밋을 함께 조직할 팀원을 모아 서밋을 기획하여 주최자로서 지원한다. IDDS 주최 
지역이 확정되면, 현지 주최자는 Steering Committee와 함께 서밋에 참여할 파트너 
기관을 모으고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며 IDDS 시작 전 현지 참가자 모집은 물론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며 미리 주제를 선정한다. 동시에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한 뒤, 
참가자를 위한 숙소와 음식, 이동 수단을 준비한다. 약 1년 동안 IDIN의 Steering 
Committee와 현지 주최팀의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있고 나서야, IDDS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의 IDDS를 위해 큰 노력을 들이는 이유는 더 나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결과물에만 집중한다면 이미 들어간 큰 비용 때문에 적정
기술적인 관점에서 적정(Appropriate)하지 않을 수도 있다. IDDS는 프로젝트의 결과물
보다 참가자들이 ‘Co-Creation’ 과정을 경험하며 문제해결자로서 성장하는 것에 집중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 2주 또는 3주간의 IDDS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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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솔루션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Design with users)을 통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자신이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경험은 서
밋이 끝나고 현지에서 현지 참가자에 의해, 그리고 전 세계의 참가자들에 의해 적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솔루션을 만드는 디자인(Design by users)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IDDS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솔루션이고 결과물인 셈이다. 

참여적 디자인 접근방식은 IDDS의 사례 뿐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인 E4C(Engineering 
for Change)에 소개되었던, Andrew Drain의 캄보디아 프로젝트8)도 참여적 디자인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담은 참여적 디자인 핸드북을 공
개하기도 하였다.9) 또한, IEEE Global Humanitarian Technology Conference 
(GHTC)10)에 게재되었던 우간다 프로젝트 연구11)도 살펴볼만하다.

세상의 문제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계 빈곤 문제 또한 그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은, 문제 당사자가 
단순히 해결책을 제공 받는 수혜자가 아닌 자신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design by)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는 순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MIT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D-Lab
의 설립자 Amy Smith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은 결과물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기쁨과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 기쁨과 성취감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어떻게 사용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핵심어: IDDS, IDIN, participatory design, Amazon, Uganda

8) https://www.engineeringforchange.org/news/new-way-thinking-collaboration-participatory-design-projects/

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6357229_Participatory_Design_Handbook_Inclusive_Agriculture_Cambodia_2018

10) https://ieeeghtc.org/

11)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033077/authors#auth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