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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은 21세기 들어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는 것 외에도 여러 공통점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이 무엇이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간
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1. 들어가며
필자는 한밭대학교 적정기술‧블록체인연구소장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필
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꽤 연관이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상대방
은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필자는 2007년 미국 뉴욕에서 개
최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Other 90%)”이라는 전시회 카탈로
그를 우연히 접한 이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후, 2012년에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2017년에 블록체인(Blockchain)을 알게
되었고,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수업 시간에 또는 필자가 대표로 있는 적정기술미
래포럼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 개념
을 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개념이 되었지만, 10여년전 필자가 적정기술에 대해서 소
개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만해도 적정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
한번은 한밭대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적정기술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중 한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요즘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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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술(titration technology)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요?”하고 물으셨다. 이 교수님은
적정기술에서의 적정(適正)을 산-염기 적정(acid-base titration)에서의 적정(適定)으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목격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의 인물은 중앙기관이 없는(peer to peer) 전자
화폐(비트코인, BTC)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체인하면 제일 먼저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그 중에서도 비트
코인을 떠 올리게 되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동일 시 하는 결과
를 야기했다.1) 이에 더해서 2017년 하반기에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20,000 달러
가까이 폭등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열풍이 몰아
닥쳤고, 사람들은 블록체인(또는 암호화폐)하면 제일 먼저 투기를 연상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블록체인에는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르므로,2) 일반인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원래 쉽지 않다. 본 글에
서는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 어떤 유
사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3)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적정기술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꼽
고 있다. 이러한 간디의 사상은 인도의 ‘스와데시(swadesh)’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와데시는 ‘모국(母國)’을 뜻하는 힌디말로 외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피하고자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이다. 외부 시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다보면 마을공동체의 자립경
제체제가 매우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간디가 물레를 사용해서 실을 뽑는

1) 요즘에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이더(ether, ETH)이고, 리플(Ripple)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페는 XRP이다.
2) 필자는 일반인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밖에 1)사람마다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2)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이 공존한다. 3)암호화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매우 크다. 4)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국어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등을 들고 있다.
3) 적정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에이지21, 2012)과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살림, 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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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개발된 방적기계를 사용한 대규모의 공장들이
도시에 생기면서 여기서 제조된 저렴한 제품들이 농촌으로 전파되어 농촌 직물 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이에 간디는 직접 물레를 사용하여 실을 뽑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농촌의 가내 직물업을 소생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즉, 간디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당
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이 위협받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간디가 과학 기술 자체를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이것은 그가 생
전에 말했다는 다음 두 교리를 보면 알 수 있다.4)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모든 과학적 발명을 높이 평가한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게 제공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
간디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용하는 기술로 인하여 다
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즉, 간디가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공존, 상생, 그리고 절제였던 것이다.
미얀마에서 UN 경제자문가로서 일하면서 간디 사상을 접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E. F.
슈마허(E. F. Schumacher)는 “경제학의 문제들은 고정된 하나의 해결책을 갖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인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오직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
정한 환경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는 1965년에
칠레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선진국의 거대기술을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도입하는 기
존의 기술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중심의 기술인 ‘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슈마허에 의하면 기술의 적용에 있
어서 그 지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슈마허는 이러한 기술은
그 속성상 ‘대중에 의한 생산기술’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선진국의 거대기술과 저개발국
4) C.K. Prahalad and R.A. Mashelkar, “Innovation’s Holy Grail“, Havard Business Review,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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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시기술의 중간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중간기술’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196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간기술’이라는 용어가 2류 기술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
기고,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중간기술’의 속성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기술의 수준
에만 집착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비평이 대두되면서 이들은 ‘중간기술’이라는 용어 대신
에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슈마허가 중간기술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하였을 때, 중간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필요에 적합한 소규모이며 간단하며 저자본의 기술을 의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
아 선진국에서도 그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
두되었다. 개도국에서 적정기술이 저발전에서 기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상한 것과는 달리, 선진국에서 적정기술이 부상하게 된 것은 정치, 사회적 배경의 영
향이 컸다. 미국에서 적정기술(또는 대안기술) 운동이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원조 노력의 실패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 기술에 대한 비
판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5) 1960년대와 1970년 초기에 일어난 사회운동들이
동기가 되어서 기술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시민권 운동, 신
좌파 정치운동, 반전운동, 반문화운동, 환경주의 등을 촉발시킨 우려와 열정들 중 많은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본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로 이어졌다. 1970년
초반부터는 적정기술의 개념이 발달된 산업사회의 문제들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회
운동가들은 적정한 기술들이 널리 사용된다면 공해, 환경파괴,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
승, 자원고갈, 소외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병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6)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영국 웨일즈에 ‘대안기술센터’가 설립되었다. ‘대안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은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온전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과 삶의 방
식을 찾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범위의 대안을 탐색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적정기술을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또 하나의 기술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정기술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적정기술은 기술 이전에 하나의 ‘사고체
계’를 의미하며, 이 사고체계는 실로 하나의 ‘철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적정기술은 ‘지
속가능성’에 대한 지향, 개개인의 ‘자유로서의 개발’을 위한 이해를 포괄한다. 즉, 적정
5) Pursell,『 American Technology』, Wiley-Blackwell, 2001, p.292
6) Winner,『 The Whale and the React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6, 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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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념은 기술을 적정한 수준으로 한계 짓는데 있지 않고, 기술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고양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7) 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기
술은 “스스로 진화하고, 역동적이며, 발전에 관한 완벽한 시스템적 접근”이며, “지식, 기
술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철학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적정기술은 “해당 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 사용이
환경이나 타인에게 가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적정기술의 가장 정확한 기준
은 ‘인간’이며, 적정기술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우선시’하는 사고체계 또
는 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정기술은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인간의 실현을 강화하는 일련의 목표와 과정, 사상, 실천으로 정의될 수 있다.

3.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8)
필자는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분산형 디지털 장부(decentralized digital distributed
ledger)” 또는 간단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장부(decentralized digital ledger)”라고 정의
한다.9) 필자가 블록체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첫째, 필자는 블록체인을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둘째, 이렇게 정의해야 DAG와
같이 블록체인 형태를 띠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란 개념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초의 블록체인은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 생성에 성공한 비트코인(bitcoin)
블록체인이다. 2008년 거대 자본의 횡포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목격한 사토시 나
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의 인물은 중앙기관이 없는(peer to peer) 전자화
폐(비트코인, BTC)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체인하면 제일 먼저 암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을 떠 올리게 되
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동일 시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10) 하
7) Michael J. Clifford,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etry of Science”, Education forSustainable Development, 2005
8)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번역한 <암호화폐, 그 이후>(반비, 2018)를 참고하기 바란다.
9) 탈중앙화(decentalization)는 분산화(distribution) 보다 상위 개념이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를 위해서 분산화하는 것이지, 분산화하기 위해서
탈중앙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분산화는 탈중앙화를 위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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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탈중앙화 블록체인 운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즉, 신뢰
기관의 제거(trustless)를 위해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가 사용되고, 탈중앙화를
위해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같
은 디지털 자산의 전송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11)
하지만 최초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
진 것은 아니다.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기까지 많은 사람
들의 노력에 의해서 블록체인의 기본이 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먼저 암호학자인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1982년에 발표한 “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s”라는 논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
다. 차움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0년 디지털캐시(Digital cash)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1994년 이캐시(e-cash)라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캐시는 디지털캐시
라는 기업을 신뢰해야 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암호화폐 등
에 기여한 업적으로 인해 차움은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의 시조라고 불린다.
블록체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스튜와트 하버(Stuart Haber)와 스콧 스토네타(W. Scott
Stornetta)가 1991년에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12)라는 논문에서
디지털 문서를 인증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2년, 데이
비드 마지에레스(David Mazières)와 데니스 샤샤(Dennis Shasha)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들은 각 블록에 데이
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
인의 토대를 제공했다.
한편, 1991년 필 지머먼(Phil Zimmermann)은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
기법을 인터넷에 최초로 적용하였고, 닉 자보(Nick Szabo)는 1994년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애덤 백(Adam Back)은 1997년에 해
시캐시(Hashcash) 작업증명(proof of work)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2008년 8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은 p2p재단 웹사이트에 게재한
10) 요즘에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이더(ether, ETH)이고, 리플(Ripple)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페는 XRP이다.
11)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용도에 따라서 지불형(payment), 서비스 이용형(utility), 증권형(security)으로 구분한다.
12) https://www.anf.es/pdf/Haber_Stornet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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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에서 최초의 탈중앙
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비탈릭 뷰테린(Vitalik Buterin)은 2013년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적용된 최초
의 블록체인인 이더리움(Etherum)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고,13) 2015년 7월 30일 제네
시스 블록을 생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블록체인 2세대가 열렸
으며,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구동하는 인터넷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노드(node)는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된다는 근본
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finity 재단이 주도하는
Internet Computer 프로젝트(ICP)에서는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1년 5월 10일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명실상부한 인터넷 컴퓨터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4.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의 유사점
1) 기존의 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슈마허가 적정기술의 원조 격인 중간기술을 처음 주장했을 때, 그는 선진국의 거대기
술을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도입하는 기존의 기술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 초에 적정기술
개념이 선진국에 도입되었을 때도 발달된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 운동가들은 적정한 기술들이 널리 사용된다면 공해, 환경파괴,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자원고갈, 소외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병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역시 2008년 거대 자본의 횡포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를 목격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의 인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나카모토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에서 양적완화라는 미명 아래

13)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더리움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으로 인해 다양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dApp)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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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화폐(fiat currency)를 마구 찍어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자 중앙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고안해 내었다. 비트코인 암
호화폐(cryptocurrency)의 경우 최대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되어 있다.

2) 인간중심의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또는 ‘대중에 의한 생산기술’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정기술이 인간중심의 기술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기술은 “해당 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 사용이 환경이나 타인에게
가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적정기술의 가장 정확한 기준은 ‘인간’이다. 즉, 적정
기술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우선시’하는 사고체계 또는 철학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적정기술의 인간 중심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21세기 들
어서 미국에서는 적정기술이란 용어 대신 ‘인본주의 기술(Humanitarian Technology)’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명목화폐를 마구 찍어
대면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고통을 받자 이를 해결하고자 제
시된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는 소위
금융소외계층(unbanked)이 약 70%에 달한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이런 금융소외 계층들도 원활하게 금융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최근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률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3) 오픈소스 지향
적정기술과 블록체인 모두 오픈소스를 지향한다. 적정기술의 경우 이미 특허권이 만
료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서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14) 또한 개발된 기술
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지식재산권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장려한다.
블록체인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엄격하다. 블록체인의 초기 옹호자들인 사이퍼펑크들
은 오픈 소프트웨어 운동을 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오픈소스 전통은 최초
14) 특허청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지식재산권 나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개도국 적정기술 지원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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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의 코딩 소스를 모두 공개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비트코인
코드 중에서 나카모토가 작성한 부분은 약 1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또한 이런 오픈소스 정신을 존중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블록체인의 코딩 소스를 깃허브
(github.com)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분권화 또는 탈중앙화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이 탈중앙화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중앙화된 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없이 개인간에 자유롭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삼성넥스트 유럽지사 기술이사인 리카
르도 멘데즈(Ricardo J. Méndez)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15)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은 탈중앙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이 수단보다 중요하다.
이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탈중앙화의 의미는 자유, 유연성, 선택이다. 권한이 중앙
통제에서 (공유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로 이동한
다. 힘의 균형이 이용자 쪽으로 기울면서 제공업체를 선택할 권한도 생긴다. 다양한 접
근방식과 관점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다.
실례로 2017년에 있었던 세그윗(segwit)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기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서는 수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그 후 4년이 지난 2021년 6월에는 탭루트(taproot)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안이 커뮤니티에서 통과되었다.
적정기술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간디가 인도에서 ‘스와데시’ 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농촌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함이었다. 이후 슈마허 등은 적정기술의 기본적인 경제 단
위로 마을 또는 가족 단위의 소형 작업장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의 경우에도 중앙화된 그리드(grid) 전원보다 분산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지향한다.

15) 2019년 1월 10일, JAXenter와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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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의 융합
5.1 아이디오(Ideo)16)
아이디오는 데이비드 켈리(Davis Kelley)가 미국 서부 팔로알토에 1978년에 설립한
David Kelley Design을 모태로 하는 디자인 회사로서 1991년에 아이디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아이디오는 1980년에 스티브 잡스의 의뢰로 애플 컴퓨터용 마우스를 디자
인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아이디오의 중심에는 인간중심 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라고 부르는 접근법의 핵심철학이기도 하다. 이들은 ideo.org라는 비영리기관을 설립하
고 디자인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트래블 팩>, <인간중심 디자인을 위한 필드가이
드> 등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0년 오픈아이디오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200여개 국가에서 19,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ideo.com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아이디오코랩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에 블록체인, 머신러닝, 가상현실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eocolab.com에 가면 볼 수 있다.

5.2 Joy Institute of Technology(JIT)
JIT는 손문탁이 경북 경주에 설립한 기관이다. 그는 호주 유학시절 적정기술을 개발
하는 공동체 마을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JIT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스마트 돔 닭장, 솔라 무선도서관 등과 같이 주로 ICT 기반 적정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빌리지코인>이라는 기술연극
을 만들어서 시연하고 있다. 이 연극의 무대는 라오스 북부의 산간마을이고, 마을 사람
들이 빌리지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마을화폐를 사용해서 한국의 NGO가 설치해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16) https://i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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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은 인간중심, 분권화, 그리고 오픈소
스 지향이라는 유사점이 있다. 또한 한국의 손문탁 박사와 미국의 아이디오 등에서는
적정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여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기술과 블록체인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핵심어: 적정기술, 블록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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