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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a Better World 

Design for the Other 90%

“The majority of the world’s designers focus all their 
efforts on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exclusively for the richest 10% of the world’s 
오 로 지 , 전 적 으 로

customers. 

Nothing less than a revolution in design is needed 
to reach the other 90%.”

reach at(X)

– Dr. Paul Polak,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 Nothing less than: 그야말로, 순전히

  
Of the world’s total population of 7 billion, about 90% 
have little or no access to most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 many of us take for granted. 

In fact, nearly half of the population does not have 
regular access to food, clean water, or housing. 

Design for the Other 90% is a growing movement 
among designers to provide low-cost solutions for 
the “other 90%.” 

Through local and global network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finding unique ways to address 
the basic challenges of survival and progress faced 

문 제 . . . . 진 보 . . . .

by the world’s majority. 

Designers, engineers, students, professors, 
architects, and business leaders from all over the 
globe are devising cost-effective ways / to increase 
access to basic necessities for those populations in 
need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번역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고객의 10퍼센
트에 해당되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품과 서
비스를 개발하는데 자신들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
다. 

그야말로 소외된 90퍼센트를 위해 디자인 혁명이 
필요하다. 
-Paul Polak 박사, 국제개발기업

  

전 세계 인구 70억 중 약 90퍼센트의 사람들이 우
리들 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품과 서비스 대부
분에 대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식, 
깨끗한 물, 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된 90퍼센트를 위한 디자인은 디자이너들 사
이에 퍼져 나가고 있는 운동으로, ‘소외된 90퍼센
트’에게 저비용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과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의 다수가 직면하고 있는 생존과 개발[진보]의 
근본적인 도전들을 다루기 위한 독특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전 세계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학생, 교수, 건축가
와 기업가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기본 필수품을 얻을 기회를 증가시
켜주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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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60s and 1970s, economists and designers 
started looking to find simple, low-cost solutions / to 
combat poverty. 

More recently, designers are working directly with 
end users of their products, emphasizing co-creation 
/to respond to their needs. 

Many of these projects are directed toward income 
generation as a way out of poverty. 
  
Encompassing modern social and economic 
아 우 르 다 . .

concerns, these design innovations often support 
sustainable economic policies. 
지 속 가 능 한 . .

They help poorer economies, reduce environmental 
impact, improve health levels, and adv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These designers’ points of view range widely on how 
best to address these important issues. 

Each object tells a story and provides a window to 
understanding this expanding field. 

This movement shows / how design can be a strong 
force in saving and transforming lives around the 
world.

번역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 전문가들과 디자이
너들은 가난과 싸우기 위해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디자이너들이 그들 제품의 최종 
소비자들과 직접 일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강조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소득 발생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디자인 혁신은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관심
사를 아우르면서 종종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들을 
지지한다. 

그것은 침체된 경제를 돕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며,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인
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관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쟁점
을 최대한 잘 다룰 수 있는 법까지 광범위에 이른다. 

각각의 사물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넓은 분야를 이
해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운동은 디자인이 어떻게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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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Technology
Tin-Can-Radio: A Radio Set Made Out of a Used Can
  
In the 1960s, people in the Third World were often 
isolated from news or other kinds of information 
고 립 된 . .

because they had neither money to buy radios nor 
electricity to power them / even if they could buy 
them. 

This caused them to be vulnerable to natural 
공 격 당 하 기 쉬 운

disasters. 

Victor Papanek designed a radio receiver made out 
of a used can and called it a Tin-Can-Radio. 

It uses paraffin wax as a power source. 

The rising heat from the burning wax is converted 
into energy to power the receiver. 

수 신 기 . .

Once the wax is gone, it can be replaced by paper, 
dried cow dung, or anything else that will burn. 

The cost of the radio was less than 9 U.S. cents.

LifeStraw: A Portable Water Purifier
  
More than 6,000 people, mainly children, die each 
day from consuming unclean drinking water. 

LifeStraw, a personal mobile water-purification tool is 
정 화 . . . . .

designed to turn any surface water into drinking 
water. 

번역

1960년대에 제 3세계 사람들은 뉴스나 다른 종류
의 정보로부터 종종 고립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라디오를 살 돈이 없거나 설령 라디오를 샀더라도 
그것을 작동할 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기 쉽게 했다. 

Victor Papaneck은 재활용 깡통으로 만든 라디오 
수신기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Tin-Can-Radio(깡
통 라디오)라고 불렀다. 

그것은 파라핀 왁스를 전력원으로 사용한다. 

왁스를 태우면서 발생한 열은 수신기를 작동하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왁스가 다 소진되고 나면, 종이, 마른 소 배설물, 또
는 다른 태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라디오의 가격은 미화로 9센트 이하이다.

주로 아이들인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러운 물
을 마셔서 매일 사망한다. 

개인용 휴대 정수 장치인 LifeStraw(인명 빨대)는 
어떠한 지표수라도 식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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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a service lifetime of 700 liters, or about one 
year of water consumption for one person. 

LifeStraw is simple to use, can be worn around the 
neck, and requires no training, special tools or 
electricity to operate. 

작 동 하 다 . .

The filter in it traps 99.999% of waterborne bacteria 
and 98.7% of waterborne viruses.

Bicilavadora: A Pedal-powered Washing Machine
  
In the developing world, women typically spend 8 
hours each week washing their family’s clothing by 
hands in open streams or lakes. 

Powered washing machines exist, but they are 
impractical in many rural areas / because electricity 
비 실 용 적 인 . .

is expensive or unavailable.
이 용 할 수 없 는 . .

The Bicilavadora is a low-cost, pedal-powered 
동 력 으 로 하 는

washing machine. 

It does not use any electricity and is easy to operate
—just like riding a bike! 

Its innovation is its simple design and its use of 
inexpensive plastic or metal barrels and bicycle parts 
that are readily available locally. 

It can be produced and maintained within the 
수 리 되 다 , 유 지 되 다

community instead of relying on imported parts.

번역

이것은 700리터의 물, 즉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사
용하는 물의 양 정도로 사용 수명이 정해져 있다. 

LifeStraw(인명 빨대)는 사용하기 간단하고 목에 
걸 수 있으며 작동하는데 훈련이나 특별한 도구, 또
는 전력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내부의 필터는 수중 박테리아 99.999퍼센트와 
수중 바이러스 98.7퍼센트를 걸러 낼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매주 여덟 
시간을 개울이나 호수에서 가족들의 옷을 손으로 
직접 세탁하는 데 보낸다. 

동력 세탁기가 있긴 하지만,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전기가 비싸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실용적
이다. 

Bicilavadora(바이슬아바도라)는 비용이 저렴한, 
페달 동력 세탁기이다. 

그것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
처럼 작동하기 쉽다! 

그 혁신은 간단한 디자인과 저렴한 플라스틱이나 
금속통과 같은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전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입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제조되고 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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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rum: A Solar-powered Information Desk
  
Today, less than 10 percent of Ugandans use the 
Internet and rural communities struggle because of 

어려움을 겪다

a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Digital Drum is a solar-powered information desk 
designed to provide Ugandans with Internet 
access. 

It was first made in a car-repair shop / using oil 
drums and other extra parts in the shop. 

It has a solar board on the top of the drum and two 
판 . . .

computers with web cameras. 

Internet lines are provided through holes in the back 
of the drum. 

The Digital Drum provides young people in Uganda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특 별 한

various issues / for their own future and the future of 
their country.

번역

오늘날, 우간다 인구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지방의 지역 사회는 정보 접
근이 부족한 까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igital Drum(디지털 드럼)은 우간다인들이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태양열 컴퓨터이다. 

그것은 처음에 석유 드럼통과 가게에 있는 다른 잔
여 부품들을 이용하여 차량 정비소에서 만들어졌다. 

드럼 상단에 태양열판과 웹카메라가 설치된 두 대
의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선은 드럼 뒷면의 구멍을 통해 제공된다. 

디지털 드럼은 우간다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그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이슈에 활발히 참
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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