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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연구 분야는 환경, 의료, 교육 및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 분야의 연구자가 적정

기술 전체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즉, 사회 연결망 분석은 네트

워크에 어떤 전체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특정 관계망을 보기 쉽게 시각화 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적정기술학회에서 개최한 2017-2019년까지의 적정기술 국제학회

초록집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기술 분야의 학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적정기술학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공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통계적 지표를 해석하였다. 또한, 적정기술학회

의 일반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연차별 발표자 및 연구 내용 변화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The research topics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clude environment, medical, education, and energy etc. Therefore, hav-

ing a review on appropriate technology requires huge efforts of specialists from many difference research areas. Social

network analysis has been appl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mponents in the network and to provide

insights by visualizing the huge network having many components. In this study, the co-authors and their research topic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ICAT) held by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ASAT) from 2017 to 2019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and visualization tools. The networks between co-authors

were analyzed using the pretreated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ASAT. The annual trend or characteristics of the gen-

eral information on ICAT were also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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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기술의 경우, 다양한 정부, NGO, 기업, 종교 단체, 개

인 등이 적정기술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에 기술 보급, 보건 확충 및 교육 등 활동 방법 역시 다양

하다. 따라서, 적정기술 분야의 경우 하나의 학과 또는 분

야에서 총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분야 및

주체들이 각자 적정기술활동을 수행하는 결과로서 보고되

는 특징이 있다. Shin 등은 라오스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 기술 예시를 제시한 바 있으며(Shin et al.,

2019), 적정 기술과 적정 기술 정책의 연관성(Garniati et al.,

2014) 또는 적정기술의 수용성(Boakye-Ansah et al., 2020)

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었다. 

따라서, 다학제적 특징을 갖는 적정기술 활동의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ODA를 포함하는 다양

한 적정기술 활동들에 대하여, 출판된 다양한 연구자료들

을 바탕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 전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중 하나

로, Bauer와 Brown는 적정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49개 지표의 숫자의 발생 빈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community input과 affordability가 적정기술 관련 논문

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Bauer and Brown,

2014).

최근 들어, 분야별로 발표된 논문들의 주제, 초록 및 키

워드 등에서 주요 관련 용어를 추출하거나, 각 논문들의 저

자, 소속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네트

워크 분석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Zhang 등과 Akbari 등

의 경우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Sustainable Technology

Innovation, STI)에 대한 연구 경향에 대하여 주요 인용 논

문, 공인용(co-citation)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연구 주

제 등을 파악하였다(Zhang et al., 2020, Akbari et al., 2020). 

이 연구들은 계량서지적 분석(bibliometric analysis) 방법

론을 활용하고 있다. 계량서지적 분석 관련 논문들은 2004

년 이전에는 매년 30-70건 정도 게재되었으나, 2005년(112

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년간 1,084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http://www. sciencedirect.com). 계량서

지적 분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문 주제에 대하여 논문이

출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외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적정기술 분야 다양한 논문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도 수행된 바가 없었다. 이는 적정기술

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개별기술이 아닌 적정기술 분야 자체를 다루는

전문 연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과학기술 ODA의 예산은 약 3조원

대로 국가 예산 중 상당한 비율을 갖고 있으며, 국내 GNI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성필

등, 2018).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활동의 현황을 파

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11회째 개최된

바 있는 적정기술국제학회의 2017-2019년 발표 자료와 일

반 현황 자료 들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현황 분석, 공저자

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주제별 변화 분석 및 각 주제별 협

력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

었던 적정기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계량서지적 분석법

을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 적정기술 연구 분야에 적용하고

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데이터 수집

적정기술국제학회 2017, 2018, 2019년의 초록집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저자, 논문 제목,

소속 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학회 초록집에서 얻을

수 없는 학회 일반 현황에 대하여서는 적정기술학회에 요

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적정기술국제학회의 경우 2010년부터 개최되었으나,

2016년까지 자료는 공저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초록집 형태로 남아있지 않아 통합된 분석을 수행

할 수 없어 초록집 형태로 존재하는 최근 2017-2019년 자

료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의 전처리는 자료 기반 연구에서 반드시 수행되어

야 할 기본 과정이다. 원 자료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

다면, 그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일부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하여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017년과 2018-2019년 초록집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연도별 전처리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1) 2018-2019년 초록집 자료의 전처리

2019년 초록집은 한 세션 안에 세션 번호, 세션 제목, 좌

장, 발표 시간, 발표주제, 발표저자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규칙적으로 나열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변수화 하기 위

해 먼저 가장 큰 단위인 세션을 분할하였다. 발표에 참여한

사람 중 발표저자 만을 추출하기 위해 총 13개의 세션에서

발표저자가 포함되지 않은 1개의 세션을 제거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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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패널토론, 패널토의, 종합토론, 사회 등의 항목을 제

거하여 발표저자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제거를 완료하였다.

세션 번호와 세션 제목을 한 단위로 처리하여 각 세션 속

의 발표주제와 발표저자, 소속을 추출하였다. 발표 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OP’ 다음 줄에 발표 주제가 있고, 다음 ‘OP’

가 나오기 전 ‘()’을 포함한 행은 발표 저자와 소속을 담고

있다.

발표 주제: 발표 시간과 발표 번호(‘OP’)다음 줄에 항상

표기되어 있음

발표 저자: 발표 주제 다음 줄에 첫번째 글자와 ‘(’ 앞의

글자 사이를 추출함

저자 소속: 괄호(‘()’) 속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소속으로

처리

2) 2017년 초록집 자료의 전처리

2017년 초록집은 2018-2019년의 초록집과 다르게 세션별,

발표순서별로 정리된 순서표에 발표저자 모두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변수 추출을 자동화하기에는 텍스트에 일정

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먼저 시

행하였다. 먼저 각 발표의 초록을 참고하여 모든 발표저자

와 발표주제를 추출하였다. 발표 주제의 행에는 ‘-’'을 추가

하여 발표 단위로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발표 주제 다음 행

에는 각 저자의 소속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와

소속을 매칭하였다(Figure 2). 결과적으로 발표주제, 발표저

자, 소속을 모두 추출하였다.

3. 전처리된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저자, 소속 및 발표수 변

화 분석

수집된 발표 저자, 소속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

도별 저자 수, 소속 수, 발표 수를 도출하였다. 특히 발표 수

중에서 2개 소속 이상의 발표자들로 구성된 발표를 ‘공동

연구’로 보고 공동연구의 수를 따로 표기하였다. 또한, 각

발표 별 평균 저자 수(Navg.author)와 소속 별 평균 발표 수

(Navg.presentation)를 아래 식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대학생 또

는 중고등학생이 발표에 참여하는 적정기술학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학생발표(Nstudent author)로 구분하여 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Navg.author = Nauthor/Npresentation  (1)

Navg.presentation = Npresentation/Naffiliation  (2)

Nauthor = NTotal author – Nstudent author  (3)

Npresentation = NTotal presentation – Nstudent presentation  (4)

Naffiliation = NTotal affiliation - Nstudent affiliation (5)

4.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시각화

발표 저자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름, 소속, 발

표제목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노드(node, 사람)와 엣

지(edge, 관계)로 나누어 엑셀 파일을 생성하였다.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하여 Gephi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노드(사람)는 이름과 소속이 담긴 파일로 구성하였다. 시

각화를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인 Gephi 프로그램에서는 사

람을 이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유번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각 발표저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름

(Label), 고유번호(ID), 소속(Belong), 소속번호 (Belong_id)

변수로 노드의 파일을 생성하였다.

엣지(관계)는 같은 발표주제로 발표한 발표저자 간의 네

트워크를 표시하기 위해 조합을 활용하여 교류 가능한 모

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였다. 노드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

람 간의 관계는 이름이 아닌 고유 번호로 표기하였다. 그리

하여 엣지는 사람1 (Source), 사람2(Target), 발표주제(Title)

변수로 구성하였다.

5.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 기반 학회 특성 분석

작성된 2017-2019년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구 별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 그룹을 파

악하였으며, 해당 공동연구 그룹별 연구 주제를 확인하였

다. 공동 연구된 전체자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연

구주제로 쓰일 수 있는 큰 주제인 물/환경, 적정기술센터 관

Figure 1. Example of the proceedings on ICAT 2019

Figure 2. Example of the proceedings on ICA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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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의료, 에너지, 교육, ICT, 농업, 리빙랩, 항공우주, 도시

/주거, 기후변화, 로봇 및 학생 발표로 임의 구분하였다.

확인된 연구 주제는 각 해당 연차별로 주제별 자료로 정

리되었으며, 공동 연구의 형태(국내 기관 또는 해외 현지 기

관 등)도 파악하였다. 특히, 한국 내 협력과 한국과 개도국

및 미국과의 공동 연구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상세 주체를

연구 그룹(대학 및 연구소), 기업, 학생 및 정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적정기술국제학회 일반 현황 분석

2017-2019 기간 동안 학회 일반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

(Table 1)로 정리하였다. 

서울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4차 사

업혁명 시대 속의 적정기술의 역할’, ‘포용과 나눔의 과학

기술’ 및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개최되었다. 2017-2019년 동안 학회를 공동 주관하

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적정기술 학회

와 관련한 단체들이 적정기술국제 학회로 모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회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세션의

숫자가 증가된 점을 바탕으로,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적정

기술 분야의 특징이 강화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총

참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나, 2019년에는 학

생활동이 학회행사와 따로 추진된 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

인 참석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정기술국제학회 네트워크 시각화 기반 공저자 분석

2.1 각 연도별 연도별 저자, 소속 및 발표수 변화 분석

수집된 발표 저자, 소속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

도별 저자 수, 소속 수, 발표 수를 도출한 뒤 저자 분석을

수행하여 아래 Table 2를 작성하였다. 2017년에서 2019년까

지 발표 별 평균 저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소속

별 평균 발표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발표의 개

수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 발표 별 평균 저자의 수는 증가

하고, 감소하는 발표의 수와 더불어 소속의 개수는 점점 증

가하기 때문에 소속 별 평균 발표 수는 감소하게 된다. 또

한, 공동연구 개수는 평균 16 건으로 연도 간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연도별 공동 연구의 비율은 2017년은

23.6%, 2018년은 16.2% 2019년은 26.2%으로 2018년에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발표 저자 수(학생 저자 수),

전체 소속 수(학생 소속 수), 및 전체 발표 수(학생 발표 수)

는 각각 평균 232(34) 명, 76(7)개, 및 79(8)건이었으며, 2018

년에 가장 많은 발표 저자 수, 소속 수 및 발표 수가 나타

났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표의 경우는 총 개수에는 포

함하였으나, 학술대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산한

발표 별 평균 저자 수, 소속 별 평균 발표 수, 공동 연구 및

이후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2.2 각 연별 네트워크 시각화

전처리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적정기술국제학회에

서 수행된 연도별 학술활동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아

래 Figure 3에 도시하였다.

Figure 3(a), (b) 및 (c)는 2017, 2018 및 2019년의 발표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점(노드)은 발표자에 해당하고

같은 발표를 수행하는 경우 선(엣지)으로 연결되고 각 색깔

은 소속을 나타낸다. 군집의 개수가 발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 군집안에 여러 발표가 있을 수 있다. 

Table 1. Summarized general inform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appropriate technology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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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이 선으로 연결된 경우가 공동 발표를 수행한 경우

를 의미한다. 또한, 다른 색깔의 점이 연결된 경우가 다른

소속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Figure 3(a)), 가장 큰 군집이면서

다수의 색을 가진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 경우는 23명의 연

구자가 참여한 “Electrification of Alpine Villages in Nepal”

발표였다. 이 발표에서는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및 World

Changers, Korea 소속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에도(Figure 3(b-c)),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은 뒤 챕터 3.3에 설명하였다.

같은 색의 점이 모인 경우는 동일 소속이면서 다수의 연

구자가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 기관에 의한

공동연구를 파악하는 것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다른

Figure 3. Annual visualization results of co-author networks ((a)

2017, (b) 2018, (c) 2019)

Table 2. Annual summary in the number of authors, affiliations and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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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점이 포함된 경우를 세는 방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

었다. 이 연구에서는 3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읽고 공동연구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간단할

수 있으나. 향후 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의 숫

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방법론이 더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

성을 파악하거나, 주요 연구 키워드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논문 전체가 아닌, 학

술발표 초록집에 제시된 공저자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

한정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각화를 통하여, 전체 연구자들 중에서 공동 연구자로

군집화 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2개 기관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화 자료에서 드러난 2개 기관 이상의 공동

연구에 대하여 다음 챕터에서 연도별 특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2.3 각 연도별 네트워크 통계적 지표 해석

Table 3에 나타난 세 가지의 지표의 증감을 통해 연도별로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수치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Average degree는 한 사람이 가지는 평균 관계의 개수를

의미한다. 연도가 지남에 따라 Average degree는 점점 낮아

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논문 저자 간의 관계성이 줄어든다

고 볼 수 있다. Graph density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효하

고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척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의 개수와 실제 관계의 수의 비이다. Graph

density도 Average degree 와 같이 연도가 지나면서 줄어드

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 간

의 연관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Modularity는 전체 네트워크 안에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노드의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모듈성이 높을수록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지표에 사용된 저자의 특성은 소

속이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양상은 같은 소

속끼리 논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 기반 학회 특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에서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

하는 공동연구로 표시된 그룹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도

별, 연구분야별로 공동 연구 개수를 확인하여 아래 Table 4

에 나타내었다. 공동 연구 개수 도출 방법은 확보된 DB에

서 발표 논문 제목(title)로 정렬한 뒤, 소속(belong)값이 다

른 것들의 개수를 세어 확보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처리-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공동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정기

술거점센터(AT center), 의료, 에너지, 교육, ICT, 농업 등의

순으로 많은 공동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연도별로 비슷한 숫자의 공동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연구기관(대학 또는 연

구소), 기업, 정부(지자체), NGO, 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었

으며, 각 연도별로 공동 연구의 형태를 Table 5에 정리하여

보았다.

총 56 건의 공동 연구 중에서 한국 그룹들 간의 공동 연

구 추진 횟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그

룹과 개발도상국 현지그룹과 연구 추진 횟수가 14회를 차

Table 3. Statistical indexes for co-author networks

Average degree Graph density Modularity

2017 4.202 0.019 0.809

2018 4.049 0.014 0.938

2019 3.364 0.017 0.935

Table 4. The number of collaborative researches according to the

resear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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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나머지 한 건은 미국 내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

력 연구 내용이었다. 

학술활동 과정에서 타 기관 또는 타 국가와 각자의 전문

성이 필요한 융합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발생한다. 적정기

술 분야에 경우에는 개발 도상국 현지 연구 그룹과 국내 연

구 그룹 사이의 협력 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이는 현

지 사정에 밝으면서 연구 분야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절한

현지 현구 기관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국내 기관들의 협력 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 기관

사이의 협력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연구기

관과 국내 기업간 연구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NGO가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국내 기업

간 공동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적정기술학회의 경우 타 학

회의 경우 연구그룹 또는 기업 위주의 발표가 대부분인데

비해, NGO나 정부가 다른 주체와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학

회 발표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많은 자료가 축적된다면, 주저자/교신저자 분석을

통하여 주요 기여자 분석이 추가되는 경우, 연구에 대한 각

기관별 참여 중요도에 대한 추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4와 5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물, 의료, 에너지, 교

육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로의 공동연구가 추진되

고 있었으며, 새로운 적정기술 분야의 주제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술활동의 주요 참

여자인 연구기관 및 기업뿐 만 아니라 NGO, 정부 등도 공

동 연구에 참여하여 발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공동 연구

의 참여 형태도 상당히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기술ODA 국제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발표 개수 및 분야가 증가함과 동시에, 적정기

술 분야에서 유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형태를 공유하는

장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2017-2019년까지의 적정기술국제학회 발표자료들을 바

탕으로 적정기술국제학회 (ICAT)에서 발표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표를 수행한 연구그룹의 공동연구

및 연구 주제에 대한 변화를 계량서지적 방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툴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매우 넓고 양한 주제를 가진 적정기술 분야에 대하여 계

량서지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전반적인 주제 파악 및 발

표자들의 관계에 대한 특성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데 활

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ollaborative researches according to the working groups in Korea (K), developing countries (D) and USA (A) (RE: research groups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EN: enterprise, ST: student, and GOV: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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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연구 대상 기간이 상대적을 짧고, 연구 주제

가 많아 적정기술 분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까지 도

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향후 적정기술국제학

회의 연구 발표들이 지속 수행되어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되

는 경우, 더 상세한 연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적정기술 관

련 다수의 리뷰 논문에 포함된 논문들에 대하여 추가적으

로 계량서지적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상세 분야별 연구 특

성을 파악하거나, 다양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는 요소를 파악하여, 적정기술의 본질 또는 특징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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