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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보는  I-DREAM 2017 Milestones

EKC 2017 적정 기술 캠프 개최

2016 년에 이어 두번째로 I-DREAM 이 운영한 청소년 적정 기술 캠프가 EKC2017 의 컨퍼런스 행사 기간 중

(2017 년 7 월 26 일 – 28 일), 스웨덴의 Kistamassan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KC 컨퍼런스와 공동으로 주관

하여 EKC 청소년 과학 교실로 운영이 된 이번 캠프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부모님을 따라 온 중/고등학

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43 명의 학생들과 참여하였습니다.  2016 년 I-DREAM 정기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I-DREAM 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청소년 적정 기술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2

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캠프의 참여는 전세계 모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캠프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I-DREAM 이 추구하는 전세계 동반 성장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적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행사에서는 멀리 한국의 Joy

Institute of Technology 에 계시는 손문탁 박사님께서 캠프의 주관 강사로 참여 하셨습니다. 손 박사님은 친

환경 돔 짓기, 장난감 주사기를 이용한 소형 굴삭기 제작, 자동으로 닭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닭 먹이 공급기,

등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 재료와 저렴한 가격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결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거, 농업,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정 기술의 적용 분야를 만들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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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2 박 3 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동반 성장과

적정 기술의 적용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이의  적용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에 이어 함께 캠프에 참여하신 I-DREAM Chad 의 전재수 지부장과 박근선 고문은 아프리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시며 이러한 적정 기술이 현지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발표를 하여 주셨고, I-DREAM

의 이사들을 포함한 여러 회원들이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캠프의 준비와 진행을 위

하여 2017 년 초부터 자원하여 수 개월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한 튜터들의 도움

이 올해의 캠프가 성공적일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도 청소년 적정 기술 캠프는

2018 년 8 월 21 일 주간에 EKC2018 의 청소년 과학 교실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캠프 준비를 위한 모임

과 2018 년 캠프 튜터 모집은 I-DREAM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 년 초부터 공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탄자니아 적정 기술 센터 개소식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

2017 년 8 월 9 일부터 12 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 (Arusha) 에 위치한 넬슨 만델라 과학기술원 (Nelson-Man-

dela Afric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 적정 기술 국제 학술 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Sustainability, ICES2017) 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8 월 10 일 탄자니아 적정 기술 거점

센터 개소식을 기념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아루샤는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탄자니아 중앙에 위치한 도시

로 아프리카 국가 연합 기구가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탄자니아 적정 기술 거점 센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와 한국연구재단 (NRF) 의 적정 과학기술 거점 센터 과제의 하나로 4 년간 20억원을 지원하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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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교수가 사업단장을, 현재 탄자니아 NGO인 E3empower 대표로 활동 중인 이협승 박사가 센터장을 맡

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적정 기술 거점 센터는 한국에서 주도한 네 번째 적정 기술 거점 센터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입니다. 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은 적정 기술 센터 운영을 위해 약 1000㎡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탄자니아는 1 인당 국민소득이 840 달러 (2016 년 기준)인 빈곤

국이지만 인구  5400 만명에 금,  커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성장률이 연

6~7%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탄자니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제도를 많이 받아 들

였고 공식 언어도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참여가 상

대적으로 많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 센터가 들어선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은 넬슨 만델

라의 주창으로 세계 은행으로부터 6 천만달러의 ODA 자금을 지원받아 2012 년에 설립된 과학기술 대학원입

니다. 이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생명, 재료, 에너지, 수자원, 환경, IT, 비즈니

스 등의 분야에서 45명의 교수진과 135명의 대학원생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여타 아프리카 국

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범 아

프리카 대륙의 과학 기술 발전을 주도하도록 4 곳에 과학 기술원 (AIST) 설립을 합의했지만, 탄자니아 과학

기술원이 지금까지 실현된 유일한 곳이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 교수, 학생, NGO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구주아프리카 협력 담당관,

한국 연구 재단 국제 협력 센터장, 적정 기술 학회 회장,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

였으며, 탄자니아에서는 에너지 광물부 차관보, 아루샤 주지사, 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 부총장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I-DREAM 에서는 부회장인 김도원 박사가 참석하여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I-DREAM 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여 I-DREAM 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행사 기간 중에는 부대 행사들도 개최되어 참석자들은 적정 기술과 관련된 여러 경험을 나눌 수 있

었습니다. 그 동안 E3empower가 지원해온 식수 정수 사업장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나노 기술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정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대표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정수 시설들을

견학 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공헌 유랑단 소속 대학생들은 인근 키퀘 마을의 중학생

들과 함께 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위생 및 보건 교육, 스마트 교실 시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하

였습니다. 탄자니아 적정 기술 거점 센터는 올해부터 2020 년까지 4 년간 아루샤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 기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양광 전력 공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백신 전달 시스템 구축 보건 사업, 농산품 유통 등 농작물 사업화, 창업 및 ICT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또한 내년 1 월에는 S.M.A.R.T. 국제 창업 경진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I-DREAM 은 탄자니아 적정

기술 센터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탄자니아 적정 기술 센터와 관련

된 많은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탄자니아의 적정 기술 사업 추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으며,

특히 탄자니아 적정 기술 센터와 서로의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적정 기술

센터에서는 우선 협력 사안으로 바이오 가스 사업과 흙건축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DREAM

회원인 박진미 박사가 덴마크의 후발국 지원 프로그램인 다니다 (Danida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하여 탄

자니아 적정기술 거점 센터, 넬슨만델라 과학기술원과 바이오 가스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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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흙 건축 – 챠드 사헬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I-DREAM 은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헬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 환

경 개선의 첫걸음으로 현지의 지역 환경과 전통 생활 양식에 걸 맞는 건축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고, 2017 년 상반기에 유럽 지역 건축사들을 대항으로 흙 건축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

모전에서 선발된 두분의 건축사 (정현승 - 영국, 정미수 - 프랑스) 가 참여하고, 기존에 I-DREAM Chad 에 건축

중인 교육 센터의 설계 지원을 해주신 세분의 건축사 (이인선, 현소영 – 영국, 이승호 – 프랑스) 들이 함께 흙

건축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흙 건축 사업은 적정 기술을 통해 저 개발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I-DREAM Chad 에서 현지인들에게 적당한 가격

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흙 건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지에 기술 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지난 2016 년 11 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첫번째 흙 건축 모델을 적용할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주민

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지인들의 기대 사항, 현지의 건축 사정, 그리고 건축 자재 시장을 점검한 결

과를 토대로, 흙 건축 공모전에서 선발된 두 건축사들의 작품을 더욱 발전시켜, 2017 년 10 월에는 첫번째

건축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흙 건축 모델은 현지인들의 요청과 같이 현지의 문화와 관습

을 존중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모듈 형식으로 다양한 크기를 구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흙 건축 사업을

위하여  12 월 26 일부터 31 일까지 약 일주일간 정미수, 정현승, 현소영, 3 인이 차드 은자메나에 방문하여 I-

DREAM Chad 와 함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1 월 두기나와 마을 주민들과의 첫 만남

에 이어 올 한해 동안 진행해 왔던 흙 건축 주거 모델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공 시뮬레이션이 주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두기나와 마을을 방문하여 흙 시료 샘플링을 진행하고, 흙건축 주거 모델 계획 안의 주 공

법인 다짐벽(Rammed Earth Wall) 과 압축 벽돌벽(Compressed Earth Brick Wall)의 테스트 시공을 진행할 계

획입니다. 더불어 현지 자재 시장 및 대학 흙 시료 분석 시설 등 현지 현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압축 벽돌을 활용한 볼트 구조 지붕 (Vault Roof)의 현지 시공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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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공 기술 교육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흙 건축 사업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chitecture@idream4all.org) 

I-DREAM CHAD NGO 등록

 길고 긴 시간이 걸린 I-DREAM 챠드 NGO 등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챠드 정부로부터 1 년 만에 등록

과정이 완료 되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와 3 년 예산안과 인적 자원 확

충을 위한  직원 고용 계획 안을 제출하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I-DREAM 유럽 보내주신  종이 책은 아직 분배

는 못했지만 차드 어린이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6 년 I-DREAM 유럽에

속한 3 분의 건축사 분들의 설계 지원에 따라 건축 되고 있는 교육 센터의 교육동과 기숙동은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동은 3 월 3 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숙동은 5월 2 일 준공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드 주택 계량 사업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두기나가 마을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사님들의 설계와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지만 I-DREAM 유럽

과 I-DREAM 챠드의  협력을 통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용 전자 도서관을 많이 홍보하여 차드

의 여러 기관과 학교에서 널리 통용이 되어서 누구나 전기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책이 없는 지역에서도 책을

읽음과 동시에 교육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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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적정 기술 기관 소개 - Antenna France

Antenna Technologies France 는 스위스인 드니스 폰 데 베이드 (Denis von der Weid)가 1984 년 창설한 안테

나 인터네셔널  (Antenna International)  협회의 프랑스 지부로 2002 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특별히 영양 불량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6 년 초 안테나 프랑스로 개명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협

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윤 창출하려는 목적 없이 회원들이 법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테나 프랑스가 영유아의 영양 불량과 싸우기 위하여 관심을 가진 식품은 스피룰리나라는 해초  입니다.

스피룰리나는 먼저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스피룰리나의 영양소는 먼저 콩

에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 함량과 8 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영유

아 건강에 중요한 리놀렌산과 항산화제,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피코시아닌도 들어있습니다. 스피룰

리나는 단백질을 제공하는 다른 농산물 (밀, 쌀, 옥수수 등)에 비해 스피룰리나 경작은 훨씬 더 적은 양의 물

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은 얕은 깊이의 저수조에서 이루어지며

일년 내내 수확이 가능합니다. 1m²  경작 면적에서 생산되는 스피룰리나로 년간 20 명의 영양 불량 아동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롤리나 재배를 위한  첫 활동은 2004 년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생산되는 스피룰리나는 년 800kg 으로 대략 3000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혜택

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05년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스피룰리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영양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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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de la Nutrition)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의 집은 스피룰리나를 곁들인 한 끼 식사를 제공

하는 센터로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 교육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후 스피룰리나 생산은 니제

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캄보디아, 토고, 부룬디, 우간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 년 통

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일억 육천 오백만 명의 5세 미만 아이들이 영양 불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성적 영양 불량은 성장 지연으로 이어짐니다. 특히 임신 이후 생후 2살까지 첫 1000 일 정도의 영양 공급

은 이후 아이의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산모가 영양 불량 상태일 경우 아기 역시 영양 불량에 따른 성

장에 문제를 겪게 됨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연 외에는 특별한 외관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 불량은 간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양 불량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세계

농업의 발전으로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먹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생산하고 있지만, 빈곤 인구는 영

양소에 대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빈곤층 여성, 특히 산모들을 교육하

고 산모와 유아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영양 불량에

대한 안테나 프랑스의 해법이 바로  스피룰리나라는 해초의 재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스피룰리나는 개발

도상국 뿐 아니라 산업국가에서도 다양한 상품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별 기고 -  지역 공동체와 동반 성장                                                                                             심 창 현

동반 성장은 지역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늦추는 거의 마지막 기둥들 중에 하나입니다 . 한국 사회는 2014 년

2 월 서울의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을 통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역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붕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 줍니다. 사회는 인간의 몸과 같이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것과 같은

유기체입니다. 인간의 몸의 한 부분에 상처가 나고 그곳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결국

온 몸은 그로 인한 감염과 염증으로 건강을 유지할수가 없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될것입니다. 우리 지

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역 공동체란 우리가 사는 작은 동네 일수도 있고 도시일수도 있으며 한

나라 전체일수도 있습니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은 이전의 지역의 범위의 제한을 거의 허물고 있어서 지

역사회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기전의 우리의 지역 사회는 공동

체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공간 안

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간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가 섬과 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 공동체

성의 또 다른 모습이 동반 성장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반 성장이란 용어는 두개의 상반된 개념을 가진

단어의 조합입니다. <동반>은 사회주의적 의미를 많이 내포한 단어 이고 <성장>은 자본주의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질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

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묶여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은 지역 공동체를 빼면 참으로 공허해 질

수 밖에 없는 구호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우리는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로 부릅니다. 국가

적 차원의 사회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지난 100 여년간의 체제

실험을 통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함께 잘살아보자> 란 모토 자체의 당위

성이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지역 사회 안에서 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는 <

함께 잘 살아보자>란 구호를 현재 삶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할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면서 타인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지 않고 타인으로 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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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노동 가치를 착취 당하지 않으며 살아갈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협동공동체의 건설이라

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가 현대 사회의 주류는 아니지만 현재도 전세계에는 이렇게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지역 사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 10 여군데에 산

재되어 있는 브라더호프 공동체,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 영국의 토트네스 마을 공동체, 한국의 경남 산청의

민들레 공동체, 홍성의 풀무공동체, 전북 부안의 변산 공동체 마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반 성장은 지역

사회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복지를 자신의 생존과 복지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 안에서 그 지역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이란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삶에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 년 정기 총회 개최

2017 년 7 월 29 일에 스웨덴 Kistamassan 에서 연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의 소식은 일전에도

전해드렸고, 회원들은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dream4all.org)

이번 총회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업의 발전방향과 성공적으로 마쳐진 EKC2017 의 청소

년 적정기술 캠프 활동을 보고하였고, 챠드에서 참석한 I-DREAM Chad 의 전재수 지부장님은 I-DREAM 현지

법인의 등록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협회의 이사회 제안에 따라서, 협회 운영 구조를 변경하자는 내용이 토

론되었고, 2017 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향후 3 년의 임기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울러, 이를 토대로 진일보된 협회의 이사회 구성 안을 다음번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준비

하도록 하는 의결사항도 표결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7 년 7 월 현재까지 협회의 재무이사로 봉

사를 해오신 정애라 이사가 박사 학위 취득 후 거주 국가를 유럽 외부로 옮기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기

에,  예외적으로  2017 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총  5명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아래에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수고 하실 신임 이사들은  김도원, 김병윤, 김은정,  김지은, 심창현 입니다. (재선출 이사 3 인

포함) 총회 이후, 이어진 첫번째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신임 집행부를 구성 하였고 그 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김병윤, 부회장: 김도원 (아프리카 사업 팀장 겸), 부회장: 최경일 (대외협력 팀장

겸), 총무: 심창현, 편집: 심하나, 재무: 김지은, 학술: 김은정, 회원관리: 조형실, 감사: 최영옥 적정기술 캠프

담당: 김병윤 / 김보람.

I-DREAM Members   가입 방법 및 후원 안내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에서는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보내주

시면,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확정하고,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재능기부로 봉사하는 정회

원 회비는 연 20 유로 이며, 후원회원은 월 10 유로 이상입니다. (2016-2017 년 기준) 회원 가입을 위한 회원

가입서와 회비 납부 정보는  http://idream4all.eu/membership  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기부 회원의 일시적

기부금 납부 정보는 http://idream4all.eu/donation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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