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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전세계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은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몇몇 나라에 집중되어 왔으며, 오늘날,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소득격차 (또는 남북격차)는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결과가 저임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기에, 

가난한 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빈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가 가속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첨단기술을 향유하는 부유한 경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수십년에 걸친 불평등은 

이제 전세계 평화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발간된 "혁신과 동반성장" 보고서에서 OECD 는 동반성장을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기구들 및 각국의 정부들은 저개발 

공동체들의 공평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이들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 여년간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을 위한 대안기술로서만 인식되어 왔던 

적정기술은 이러한 이유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적정기술은 동반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로 인식된다. 적정기술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환경, 도덕,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되도록이면 현지의 재료와 인력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개발, 유지, 보수 

및 개선이 용이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덜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적정기술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술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 

지원을 받을 때에, 더 많은 창의성과, 지능과 그 밖의 각종 자원들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유럽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크게 네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동반성장과 적정기술: 이 첫번째 장에서는 동반성장이 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정기술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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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의 적정기술 연구기관 및 활동 조직: 이 장에서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정기술 연구 및 보급 기관들을 소개한다. 전통적으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신경을 많이 써왔던 지역이기에, 작은 협회에서부터 국제적 규모의 큰 단체까지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이 쌓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소개한다. 

제 3 장 아프리카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세번째 장은 전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덜 되어 있고, 

지속적인 내전과 사회적인 불안 문제로 현재에도 발전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힘든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본다. 간단한 아프리카의 역사와 현재까지 이 대륙을 돕고자 하는 

서방국가들의 원조상황들을 살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교육의 지원 방안과, 협동조합 모델의 제안, 그리고, 현지인들에 의한 현지재료를 사용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 4 장 유럽의 동반성장 연구회 소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전세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유럽 거주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2014 년에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동반성장 연구회 I-DREAM 를 소개하고, 이들의 결성 이유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부록에는 유럽 한인 과학기술자 사회에 동반성장의 화두를 제안하여 I-DREAM 협회의 창립에 

참여한 심창현 박사의 칼럼과 I-DREAM 협회의 지난 활동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본 보고서는 KISTI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으며,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 

비정부단체, 또는 적정기술 개발/보급 단체들이 향후에 협력하고자 하는 유럽의 기관을 찾거나, 유사한 

적정기술을 개발하는데 함께 공동연구를 할 기관을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유럽 한인들이 중점이 되어 설립된 동반성장연구회가 유럽을 거점으로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적정기술보급을 지원하고, 전 세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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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성장의 필요성 

동반성장 (포용적 성장, Inclusive Development) 은 성별, 경제적 계급, 인종, 종교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과 그룹들이 경제 영역의 결정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지분이 보장되며, 

그 결과물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모델이다.  

국내에서 동반성장 (Inclusive Development) 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을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주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포괄하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경제성장 모델로 쓰인다. 즉 ‘한국형’ 동반성장은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루어진 기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모델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동반성장은 기업활동 주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남성 우월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여성은 생산에 활발하게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은 기존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거주지로 삼는 주민이 다국적 기업의 삼림 벌채를 저지할 때, GDP 예측치는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삼림 벌채가, GDP 를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사회 구성원 전반의 웰빙 측면에서 진보일지는 

의문스럽다. 

국내 총생산 GDP 및 경제성장률은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로 여겨지며,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제정책의 성공은 (물가인상률과 더불어) 경제성장률로 평가된다. 경제성장률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즉 경제가 성장하면 그 혜택이 경제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주체들에게까지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이 

재투자와 고용을 연쇄적으로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그 과실을 향유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지난 20년간, 국가경제 및 대기업의 성장이 재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의 생산시설이 저임금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전하고, 

자동화,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등을 통해 고용이 양과 질 양쪽 측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종전의 관점을 떠받치는 주요한 믿음인 낙수효과의 

실효성에 커다란 물음표가 던져진 것이다. 실업, 빈곤과 불안정 고용의 확산, 중산층 붕괴, 국내 

총생산에서 노동임금의 비율의 현저한 감소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전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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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사회구성원 전반의 웰빙 (well-being1)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서 소외되는 개인들과 그룹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말한 이유와 함께 동반성장 모델이 부상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이 사회구성원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성이다. 깨끗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건강권, 경제 활동 안에서 구성원들의 지적/인격적 성장에 대한 권리,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할 권리,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 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에서는 흔히 간과된다. 심지어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에 입각한 

개발은 이러한 요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사회가 덜 

민주적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반성장 모델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중심에 둔 경제모델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인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은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기술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기존의 경제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선호되는 

대기업/자본 주도적인 기술개발은 때로 수많은 잠재적 기술 수혜자들을 소외시킨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제학자 슈마허 (E. F. Schumacher)가 처음 제안한 

적정기술은, 기술의 수혜자들의 상황과 요구, 목소리가 반영되고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지향한다. 이는 기술 수혜자들이 일방적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 활용과 혜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1  웰빙(Well-being): 삶의 질, 행복도, 만족도 등의 용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다.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특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처럼 핵심적인 욕구) 여부와 개인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원 가용,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OECD 는 2011 년 

보고서에서 물질적 능력, 삶의 질 그리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웰빙을 분석할 

것을 제시했다. GDP 중심의 지표를 벗어나 인간 삶의 (비물질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기 

위한 웰빙 지표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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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기술의 정의 

적정기술은 과학기술발달로 인한 수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캐나다 출신 사업가로 적정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폴 폴락 (Paul Polak)은 현대 과학 기술 개발 

자원의 대부분은 전세계 인구 중 구매력이 있는 10% 정도를 위해 개발된다고 지적한다. 나머지 

90%의 인구는 발전된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식량, 식수, 위생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적정기술이란 나머지 90%를 

위한 기술로, 그 지역의 가용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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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폴 폴락과 그의 저서,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 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2 

적정기술은 사용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적정 기술의 등장을 소개하는데 

빠지지 않는 예가 간디 (M. K. Gandhi) 가 주창한 촌락 운동 (Village Movement) 이다. 1900년대 초 

인도의 독립 운동을 이끈 법률가이자 정치 지도자인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 당시 영국의 값싼 섬유가 인도에 무한정 수입되면서 인도의 섬유 산업이 위협받고 

있었는데, 간디는 스스로 물레를 돌려 실을 짜고 지역에서 직접 옷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여 인도의 

자주성을 지키는 평화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이처럼 적정기술의 사용은 경제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적 상황, 지역 사회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2
 사진 출처 Paul Polak : About Paul http://www.paulpolak.com/about-paul/ [Accessed 15 12 2016]. 

네이버 책,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 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931042.  

http://www.paulpolak.com/about-paul/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9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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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자급 자족을 위해 물레를 돌리는 간디3 

 

적정기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슈마허 (E.F. Schumacher)가 과학기술자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국가 단위, 더 크게는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 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비판하였다. 현대의 대량 생산 체계보다 좀 더 사람들에게 가까운 중간 크기의 경제를 

구상했던 슈마허는 대량 생산 기술과 토착 기술 사이의 중간 기술로 적정 기술을 소개했다.4  

 “적정기술은 현지 재료를 사용하고 소규모 인원이 작은 자본으로 생산 가능하며 지역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현지인이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술로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최소한 소비하면서 대량 생산 기술과 지역의 토착 기술사이의 

중간 기술을 의미한다”  

슈마허가 활동하던 1960-70 년대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구 사회에 널리 퍼진 

시기이기도 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불거졌고, 과학 

                                           
3
 사진 출처 Projet Open village : Gandhi et l’autonomie   

http://open-village-ahmed.blogspot.fr/2015/11/gandhi-et-lautonomie.html [Accessed 15 12 2016].  
 
4
 Schumacher, E.F. 1973, Small is beautiful :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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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이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에너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일어났다. 오일 쇼크에 일년 앞서 로마 

클럽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대량 생산과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성장률 위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주류 사회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성장, 자본재의 한계, 식량 수요의 증가, 

가속되는 환경 오염 등으로 성장은 필연적인 한계를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서구 사회의 

대량 소비 패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각을 하는 발단이 되었다.  

 

Figure 1.3 슈마허와 저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5 

1970 년대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와 미국 카터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하던 적정기술운동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으로 규모의 경제가 전면화되고 적정기술에게 쏠리던 관심은 다소 감소했다. 앞서 인용한 폴락은 

이런 변화가 진행되던 1982년 IDE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를 설립했다. 기업가의 

시각에서 적정기술에 접근한 폴락은 성공적인 제품들을 출시했다. 방글라데쉬에서 150만개나 판매 된 

패달 펌프가 대표적인 예다. 2010 년 폴락은 자신의 블로그 글 <적정 기술의 죽음> 에서, 현재 

                                           
5
 사진 출처 Practical Action : Roasted, toasted, fried and grilled  

http://practicalaction.org/blog/tag/schumacher/ [Accessed 29 11 2016].   
Environment & Society Portal : Schumacher, E.F., Small is beautiful :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http://www.environmentandsociety.org/mml/schumacher-ef-small-beautiful-study-
economics-if-people-mattered [Accessed 29 11 2016]. 

http://practicalaction.org/blog/tag/schumacher/
http://www.environmentandsociety.org/mml/schumacher-ef-small-beautiful-study-economics-if-people-mattered
http://www.environmentandsociety.org/mml/schumacher-ef-small-beautiful-study-economics-if-people-m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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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개발자들이 시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Figure 1.4 IDE 에서 개발, 보급한 패달 펌프6 

 

Figure 1.5 폴락의 블로그 화면 « 적정기술의 죽음 »7 

                                           
6 사진 출처 IDE : Irrigation http://www.ide-bangladesh.org/main/area-of-erpertise/1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ide-bangladesh.org/main/area-of-erperti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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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정기술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로 그레비티 라이트 (중력을 

이용한 LED전구)가 있다. 이 전구는 외부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수시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는 

장치이다. 12kg 무게의 추가 1.8m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1mm/sec)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폴리머 소재 기어가 전력으로 변환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쓰는 등유 램프보다 5 배 정도 밝은 빛을 

제공한다. 

 

Figure 1.5 중력을 이용한 그레비티 라이트8 

일상 생활에 쉽게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는 Q 드럼이 있다. Q 드럼은 식수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식수에 필요한 물을 보다 손쉽고 많이 운반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Q 드럼으로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75 L 정도이다. 

                                                                                                                                    
7
 사진 출처 Paul Polak : The death of appropriate technology 1 ; if you can’t sell it, don’t do it, 

http://www.paulpolak.com/the-death-of-appropriate-technology-2/ [Accessed 15 12 2016].  
8
 사진 출처 The Gravity Light Foundation : How does it work ? http://gravitylight.org/howitworks 

[Accessed 15 12 2016].  

http://www.paulpolak.com/the-death-of-appropriate-technology-2/
http://gravitylight.org/howi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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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Q 드럼9 

적정기술과 시장,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정기술 전문가들 사이에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기술과 사회에 대해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 소개된 간디의 촌락운동, 슈마허의 중간기술개발자 그룹, 그리고 폴락의 IDE 등이 제시하는 

적정기술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사회에 적합한 기술 

 지역사회에서 주요 원자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기술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 소자본으로 개발,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인 기술 

 식수, 식품,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복지를 이루는 기술 

 환경 친화적인 기술 

 제품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수요를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  

 

위에서 정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적정기술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기술이란 환경영향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해당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공동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현지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지식역량을 최적화하여 개발, 진화시키는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구성원들이 자신감과 창의성 그리고 제반 역량을 성장시키는 지식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공동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사진 출처 Q drum, the rollable water container for developing countries : Image gallery 

http://www.qdrum.co.za/image-gallery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qdrum.co.za/image-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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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의 적정기술 연구기관 및 

활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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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Practical Action  1.1

 

 

중간 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이란 용어를 도입하여 적정 기술 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프리츠 슈마허 (Fritz Schumacher)를 이미 1 장에서 여러 번 언급 했다. 

중간기술 개발 모임 (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ITDG) 은 슈마허가 1966년 

시작한 단체이다. 세계 최초의 적정기술 단체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단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슈마허는 사람들을 노동에서 소외시키는 대형 기술, 경제 체계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중간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는 이런 취지를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 

(How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라는 글에 담아 1965년 영국 옵저버 (The Observer)지에 

발표했다. 당시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간기술 개발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임을 시작할 당시 그들이 추구한 기술은 효율적이고, 노동 집약적이면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적용 및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었다. 초기 활동가들은 먼저 중간기술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자료와 그룹 활동을 널리 알려 중간기술 개념을 통용시키며, 해외 활동을 지원하여 실제로 중간기술이 

빈곤층을 어떻게 돕는지 입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활동하였다. 초기 활동가들의 활동 반경이 

Practical Action 

 국제 비정부기관 (NGO)   

 웹사이트 : http://practicalaction.org 

 창설: 1966 년 영국에서 프리츠 슈마허 (Fritz Schumacher)가 중간기술개발 모임 창설  

 본사:  The Schumacher Centre Bourton on Dunsmore RUGBY 

CV23 9QZ United Kingdom 

 연락처: +44 (0) 1926 634400   

practicalaction@practicalaction.org.uk 

 주요 활동 국가: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볼리비아, 네팔, 인도, 짐바브웨, 모잠비크, 잠비아, 

수단, 세네갈.  

http://www.kosen21.org/
http://practicalaction.org/
mailto:practicalaction@practicalaction.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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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넓어진 계기는 1968년 기술 문의 서비스 개설이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자원 

봉사로 자신의 전공 기술에 대한 문의를 해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영국 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Figure 2.1 «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  (How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10 

                                           
10 Article http://practicalaction.org/media/download/50098 [Accessed 29 11 2016].  

http://practicalaction.org/media/download/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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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자 팀을 따로 구성하여 개발도상국 현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1969 년에는 중간기술 컨설턴트 회사 (현재 Practical Action Consulting) 를 설립하여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그램이나 세계은행 등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활발한 초창기를 거쳐 1970 년에는 다양한 분야에 패널을 개설한다. 

구체적인 패널 분야는 농업, 건축, 협동조합, 교육과 기술 훈련, 식품 가공, 물, 전력, 지방 보건, 

여성으로 이 때 이미 현재 적정 기술 개발에 기반이 되는 활동 분야가 정립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2 현재 프랙티컬 액선이 활동하는 국가11 

1970 년대는 기관이 여러 분야로 진출한 확장기였다. 1973 년 중간기술출판사 (Intermediate 

Technology Publications Ltd. 현재 Practical Action Publishing) 를 설립하여 슈마허의 책 «작은 

것이 아름답다 »를 출판했다. 같은 해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적으로 

대안 기술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년 뒤 미국을 방문한 슈마허는 백악관에 

초대되고 세계 은행 각료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공식 활동을 펼쳤다. 탄탄하게 성장하던 

중간기술개발모임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에는 영국 정부의 지지도 큰 역할을 했다. 1977년 영국 

해외 원조국에서 중간기술개발모임 주도로 새로운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3 년간 매년 

500,000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국 왕세자는 1980 년부터 기관의 공식 후원자가 

된다.  

                                           
11 Photo map http://practicalaction.org/contact-us [Accessed 30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practicalaction.org/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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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프랙티컬 액션 50 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영국 왕세자12 

 

1984 년 중간기술개발모임은 기술에서 개발로 활동의 촛점을 바꿨다. 이를 계기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모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활동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비지니스 

개발을 위해 창설한 IT Power 부서는 이후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개인,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91 개국에서 700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80 년대에는 활발한 현지 활동이 진행된다. 개발 

도상국 중에서 처음으로 사무실이 개설된 곳은 1985년 페루로 현재 3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식류 

가공업과 에너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1986년에는 케냐에서 목축 프로그램 (Livestock 

program)이, 1989년에는 스리랑카에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쉬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류 가공업과 농업 프로젝트가 주로 전개되었다. 1991년 개설된 동남아시아 식품 가공업 훈련원은 

5 년 뒤에 Cathy Rich memorial food processing center 로 개명하고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팔에서의 활동은 처음부터 네팔 농업 개발은행과 같이 농업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1992년 시작한 미니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프렉티컬 액선이 활동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중이다. 

                                           
12  사진 출처 프랙티컬 액션 50 주년 기념 행사 http://practicalaction.org/blog/news/campaigns/happy-

birthday-to-us/ [Accessed 29 11 2016].  

http://practicalaction.org/blog/news/campaigns/happy-birthday-to-us/
http://practicalaction.org/blog/news/campaigns/happy-birthday-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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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프렉티컬 액션이 개발한 미니 수력발전소13 

 

중간기술개발모임은 2005년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프랙티컬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중간 기술이나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아직 널리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프랙티컬 액션의 활동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기술 정의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기술 정의의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하자면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직접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와 혁신의 촛점을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와 환경 보호에 두는 것이다. 끝으로 기술 정의는 기술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생명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실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프렉티컬 액션의 활동 방향이다.   

 

                                           
13 사진 출처 http://practicalaction.org/micro-hydro-power [Accessed 2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practicalaction.org/micro-hydro-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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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기술 정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14 

 

 

Figure 2.6 기술정의의 세 가지 의미15 

 

                                           
14 Photo Practical Action Annual Report 2015 pp16.  
15  사진 출처 Just Technology : What does Technology Justice mean ? pp.24 http://www.just-

tech.community/index.php [Accessed 2 12 2016].  

http://www.just-tech.community/index.php
http://www.just-tech.community/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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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티컬 액션은 2012 년부터 기술정의, 복지와 규모 (Technology Justice, Wellbeing and 

Scale)라는 주제로 5 년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 계획은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30 년 까지 모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6 두 번째는 

농업과 자연 자원 관리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현지 빈곤층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식수와 위생시설, 폐기물 관리 체계를 향상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이며, 끝으로는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위험에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덜 보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향상할 예정이다. 프랙티컬 액션은 이 계획을 

통하여 전 세계 6백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 나라 정부만큼이나 야심찬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프랙티컬 액션이 제시하는 활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에 촛점을 맞출 것, 그리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확인하여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 

전문가들과 같이 행동의 보조를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의 우선순위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이며, 특히 기후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사회 정치적 주류로 자리잡도록 

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서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프랙티컬 액션 컨설팅 (Practical Action 

Consulting)과 프랙티컬 엔써스 (Practical Answers)가 이미 조인트 벤쳐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펀딩 

면에서는 2017 년 총 수입 4 천 7 백만 파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진행 4 년차인 현재 

사백육십만명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기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를 

파악해보자. 최우선 과제로 지정된 에너지 접근성 향상은 전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 세계 9 개 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활동 지역 정부 

기관들이 서구형 표준 전기 시스템만을 추구하지 않고, 대안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이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는 것도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 프랙티컬 액션은 

태양광전지나 풍력 발전은 물론 수력을 이용한 미니 수력발전소 (micro-hydro station)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 원은 현지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케냐와 인도에서는 2015년 한 해 

총 730명의 여성을 태양광 상품과 조리용난로를 파는 에너지 전도사로 교육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수입을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들은 개방형난로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로부터 해방되었다.  

                                           
16  Practical Action : Technology Justice, Wellbeing and Scale, Practical Action Strategy 2012-2017 
http://practicalaction.org/media/view/29925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practicalaction.org/media/view/2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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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티컬 액션이 오랜 기간 활동한 페루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에너지 투자 

자금 (Social Energy Investment Fund, FISE)을 형성하여 프랙티컬 액션 출판사에서 출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Poor People’s Energy Outlook)의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에너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세계은행과 재생가능 에너지 기금 (National Renewable Energy Fund, FONER)에서 

프로젝트 기금 마련에 동참하여 앞으로 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수단에서는 수단 과학기술 대학과 같이 시범적인 바이오 가스 생성 촉진설비 (Biogas Digester 

plant)를 개발했다. 소똥을 가스로 전환하여 요리와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연료 구입에 쓰이는 돈이 절약될 뿐 아니라, 땔감을 찾는데 쓰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도에서는 다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7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카트를 개발했다. 이 카트로 재난 시에 휴대폰, 전등, 워터 펌프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인도 남부의 한 주인 오디샤 (Odisha) 정부에서 카트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Figure 2.7 케냐와 인도에서 팔린 조리용 스토브 구조17 

                                           
17 Photo http://practicalaction.org/improved-cooking-stoves [Accessed 17 11 2016]. 

http://practicalaction.org/improved-cooking-st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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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티컬 액션의 두 번째 주요 활동 분야인 식품과 농업 분야의 세 가지 주요 활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 농장주가 비싼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규모 농장이 기후 변화에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생산된 작물이 시장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통을 돕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케이스 스터디 

 태양광 미니 그리드 (solar-powered mini-grid)  

 2015 년부터 시작된 4 년 계획.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말라위 지역에서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는 36 만명에게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통해 전기를 공급한다. 

 기금: 총 5 백 60 만 파운드 지원. 주요기금출연연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펀드 프로그램, 석유수출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국제개발펀드.  

 프로젝트 파트너  

o 짐바브웨 지역 NGO 인 다반 트러스트 (Dabane Trust http://www.dabane.org),  

o 네덜란드 개발 기구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o 네덜란드 인문주의 개발 기구 Hivos (https://hivos.org),  

o 환경아프리카 (http://www.environmentafrica.org),  

o 구제와 개발활동교회연합 (Churches Action in Relief and Development) 

 현황: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KW 이상의 전력이 지역 공동체에 위치한 학교, 의료시설, 사무 

시설에 공급될 예정이다. 2015-2016 년은 4 년 개발 계획의 첫해로 짐바브웨 그완다 

(Gwanda)에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설치했으며 차후 3 년간 총 4 개의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말라위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짐바브웨 

에너지개발국에서 프렉티컬 액션이 재생가능한 에너지 국가 개발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00 여개의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생산할 예정이다. 

http://www.kosen21.org/
http://www.dabane.org/
https://hivos.org/
http://www.environmentaf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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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바이오 가스 생성 촉진설비와 태양광 카트18 

 

Figure 2.9 참여적 시장체계개발 (Participatory Market Systems Development) 로드맵19 

                                           
18  Photo http://practicalaction.org/biogas-fuel [Accessed 02 12 2016]. Photo 
http://practicalaction.org/blog/programmes/climate_change/soura_ratha/  [Accessed 02 12 2016]. 

http://practicalaction.org/biogas-fuel
http://practicalaction.org/blog/programmes/climate_change/soura_ra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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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에 못지 않게 총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는 소규모 농장주들의 소득 구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활발한 

공동 연구가 진행중이다. 먼저 세계은행의 농업과 농업 시장 모니터링 기관인 농업기업지원기관 

(Enabling Business of Agriculture)과 협력하여 새로운 농업 규제 시스템에서 소규모 농장주가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농업에서 젠더 균형에 대한 연구는 물론, 현재 대형 

농업 기업에서 다루는 종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농업 시장에 지역에서 재배되는 종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로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관련 기술 개발로는 바르샤 펌프 (Barsha pump, 사진 참조 )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기술은 강에서 

흐르는 물의 동력으로 논에 댈 물을 퍼 올리는 기술이다. 

 

Figure 2.10 바르샤 펌프20 

 

                                                                                                                                    
19 사진 출처 Practical Action, the PMSD Roadmap http://www.pmsdroadmap.org/ [Accessed 16 12 

2016]. 
20  Photo http://practicalaction.org/blog/category/where-we-work/nepal/page/3/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pmsdroadmap.org/
http://practicalaction.org/blog/category/where-we-work/nepal/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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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케이스 스터디 

 지방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3: 사회 경제적 개발 

 네팔의 도티 (Doti), 아슈함 (Achham), 흄라 (Humla) 바쥬라 (Bajura) 지역에 사는 

5 만명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 년 부터 시작한 4 개년 프로젝트 

 기금: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 주요 지원 

기관으로 총 사업 예산은 백 30 만 파운드. 

 프로젝트 파트너  

o 영국 제 3 세계 개발 전문 컨설팅 회사  

IMC worldwide (http://www.imcworldwide.com)  

o 네팔 아동교육과 여성독립을 위한 참여활동 (Participatory Effort at Children 

Education and Women Initiatives, PEACEWIN)   

o 네팔 사회적 자율권 향상과 건축 접근성 향상 센터 (Social Empowerment and 

Building Accessibility Centre, SEBAC, 

http://www.mtnforum.org/content/social-empowerment-and-building-

accessibility-centre-nepal)   

o 네팔 공동체 개발 포럼 (Community Development Forum, 

http://www.codefnepal.org/about-us.html). 

 현황: 네팔 정부는 지역 도로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를 

실질적인 이득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지방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3 은 지역 농장주들에게 

제품 (염소, 채소와 향신료)의 생산, 가공, 마케팅과 판매에 관련된 기술을 교육하고 총 

57 개의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지역 커뮤니티 사업이다. 지역 농장주 교육은 ‘농업 현장과 

비지니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이나 보험을 비롯한 사업관리 교육과, 지역 농업에 

관련된 실질적 기술 교육 두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농장주들이 필요한 자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종자, 유기농 비료, 도구 생산자와 수의사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형성되었다. 농작할 땅이 없는 인구를 위해 대장장이나 재단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다른 

사업도 개발하였으며, 특히 네팔 농업개발국과 함께 빈곤농을 위한 시장을 개발하여 같은 

사업 모델이 네팔 전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http://www.imcworldwide.com/
http://www.mtnforum.org/content/social-empowerment-and-building-accessibility-centre-nepal
http://www.mtnforum.org/content/social-empowerment-and-building-accessibility-centre-nepal
http://www.codefnepal.org/abou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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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특별히 정부의 노력이 잘 미치지 않는 개발 도상국 

빈곤 인구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렉티컬 액션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현지의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오물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부와 협력하여 구덩이형 화장실에서 생기는 오물이 식수원이나 강가에 버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하던 위생시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새 직업을 얻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케냐 슬럼가 위생환경 개선 사업은 

영국 자선 기관인 코믹 릴리프 (Comic Relief)에서 1 백만 파운드를 지원하는 6 년짜리 장기 

프로그램으로 총 9 만 5 천여명이 영향을 받는다.21 인도에서는 인분을 바이오가스와 농장용 퇴비로 

전환하는 오물 처리 공장을 설립한다. H&M 재단 (H&M Conscious Foundation)에서 1 백 30 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Figure 2.11 바이오 화장실 구조22 

                                           
21 Comic Relief http://www.comicrelief.com  
22 Photo http://practicalaction.org/improved-toilets [Accessed 16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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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공급과 위생시설 분야 케이스 스터디 

 슬럼 공동체 프로젝트 (Delivering Decentralisation)  

 방글라데쉬, 네팔과 스리랑카 세 국가의 슬럼에 사는 4 만 명이 공동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은 위생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2012 년부터 시작된 

4 년 계획이다.  

 기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 자선 기관 UKaid 중심으로 총 백 40 만 파운드가 

투자되었다.  

 프로젝트 파트너  

o 네팔 현지 NGO 인 루만티 서포트 그룹 (LUMANTI Support Group for Shelter, 

http://lumanti.org.np/cms/)  

o 방글라데쉬 도시 빈곤층 협회 (Society for the Urban Poor, http://soup.org.np),  

o 여성 중심 NGO 인 위생과 농업 재건과 발전 기관 (Development of Health and 

Agriculture Rehabilitation Advancement)  

o 스리랑카의 경제환경개발연맹 (Federati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현황: 남아시아에는 총 1 억 3 천만 인구가 슬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종종 통계에서 

빠지거나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다. 이 중에는 불법 거주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정부도 

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이런 슬럼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프렉티컬 액션에서는 슬럼 커뮤니티에 기반한 조직을 구성, 거주민 대표들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순위대로 정리하여 지역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는 지역 행정 

조직을 이해하고 도시 운영 예산에 슬럼가 지원 금액이 할당되도록 활동하는 실질적인 활동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 규모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슬럼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나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더욱 통합적인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결과로 도로나 화장실 개설은 물론, 물 공급 시스템, 위생 시설 관리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며 인분 처리를 통한 비료와 바이오가스 생산 공장도 건설되었다.  

http://lumanti.org.np/cms/
http://soup.or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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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렉티컬 액션에서 추진하는 네 번째 중점 분야는 현지 공동체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기본적인 

회복력을 증진하도록 돕는 위험 관리분야다. 2015 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프렉티컬 

액션에서는 위생 키트, 소형 정수기, 태양열 충전기와 구호용 음식 등을 공급하고 임시 주거지 건설과 

식수 시스템 공급에 참여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험 관리 프로젝트에서 기후 변화는 핵심적인 주제다. 페루에서는 프렉티컬 

액션과 지역 비정부기관, 시민 단체들이 페루 위험관리와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 (Risk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Networks, GRIDES)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기후변화와 

양립가능한 개발 (Climate compati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관련 이슈에 

접근한다. 기존의 접근이 개발 전략과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기획,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분리하여 

생각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협과 적응 필요성, 새로운 기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대하고, 지역 개발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다면적 개발 계획을 설립하는 것이다.  

 

 

Figure 2.12 기후변화와 양립가능한 개발23 

 

                                           
23  사진 출처 http://cdkn.org/resource/policy-brief-gender-approaches-improve-climate-compatible-

development-lessons-peru/?loclang=en_gb [Accessed 17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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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젠더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와 개발 지식 네트워크 (Climate &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에서 그리드스 

(GRIDES)에 관해 발표한 한 분석 자료를 보면, 페루의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도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 시민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각 성 역할에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조직의 

활동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4  젠더에 관련된 쟁점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기회를 얻는 것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후변화와 재난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주로 여성이 더욱 민감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는 사실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사와 가족 건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 가사 관리와 수리에 남성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와 양립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협소한 성 평등 개념을 

넘어, 실생활에서 여성의 활동을 반영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재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여성들이 그리드스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다. 

 

Figure 2.13 방글라데쉬 도시 빈곤층 협회의 여성 교육25 

 

                                           
24  기후와 개발 지식 네트워크 http://cdkn.org/?loclang=en_gb  [Accessed 17 11 2016]. 
25 Photo Society for Urban Poor IPM training http://soup.org.np/ipm-training [Accessed 16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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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위험관리 분야 케이스 스터디 

 취리히 홍수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 (Zurick Flood Resilience Programme)  

 네팔, 방글라데쉬와 페루에 있는 세 지역 공동체에서 홍수에 대한 대비와 회복력을 증진하여 

10 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년 부터 시작된 5 년 프로젝트 

 기금: 취리히 보험 (https://www.zurich.com) 주도로 총 6 백 50 만 파운드 지원  

 프로젝트 파트너  

o 취리히 보험  

o 국제 적십자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http://www.ifrc.org/en/)  

o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비정부 연구 기관인 응용시스템분석국제기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http://www.iiasa.ac.at)  

o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위험 관리와 의사 결정과정 센터 (Wharton Risk 

Management and Decision Processes Center, 

https://riskcenter.wharton.upenn.edu) 

 현황: 취리히 보험과 연대하여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홍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혁신적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홍수 대비와 회복에 관한 국제적 정보망인 ‘홍수 회복력 포털’ (Flood 

Resilience Portal) 구축이 있다. 홍수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제안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연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홍수 회복력 포털은 홍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전 세계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두 번째 성과는 영국 레스터 

(Leicester)의 드몽포 (De Montfort) 대학 전문가와 함께 페루의 리마 (Lima) 시 3D 

지도를 제작하여 (아래 사진 참조) 산사태시 발생하는 진흙 더미가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프렉티컬 액션과 정부 기관이 안전 대책을 개발 

중이다. 세 번째로 네팔에서는 정부의 수문기상학부서, 랭커스터 (Lancaster)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새로운 홍수 예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로 기존 보다 다섯 시간 빠른 홍수 

경보가 가능해졌으며, 현재 네팔 전역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끝으로 네팔과 

방글라데쉬에서 지역 공동체에 홍수예보와 일기예보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디지털 기상 

예보판을 설치하고 있다. 

http://www.kosen21.org/
https://www.zurich.com/
http://www.ifrc.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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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skcenter.wharton.upen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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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리마시 3D 지도 제작26
 

 

 

Figure 2.15 «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 »27 

프랙티컬 액션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도록 새로운 과학, 기술과 디자인 교육을 

제시한다. 세로운 세대가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의 전 지구적 쟁점을 이해하고,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 자료를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6  사진 출처 De Montfort University Leicester, DMU expert 3D prints solutions to global poverty crisis 

http://www.dmu.ac.uk/about-dmu/news/2016/march/dmu-expert-3d-prints-solutions-to-global-

poverty-crisis.aspx  
27  Photo, Zero Carbon Making it happen,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pp 30. Photo 

http://cdkn.org/resource/policy-brief-gender-approaches-improve-climate-compatible-development-
lessons-peru/?loclang=en_gb [Accessed 17 11 2016]. 

http://www.dmu.ac.uk/about-dmu/news/2016/march/dmu-expert-3d-prints-solutions-to-global-poverty-crisis.aspx
http://www.dmu.ac.uk/about-dmu/news/2016/march/dmu-expert-3d-prints-solutions-to-global-poverty-crisis.aspx
http://cdkn.org/resource/policy-brief-gender-approaches-improve-climate-compatible-development-lessons-peru/?loclang=en_gb
http://cdkn.org/resource/policy-brief-gender-approaches-improve-climate-compatible-development-lessons-peru/?loclang=en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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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만들기 (Make the Link)’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키프로스 (Cyprus), 이탈리아와 폴란드 4개국 파트너와 함께 공동 개발하였다. 학생들이 깨끗한 식수 

공급, 조리 환경, 기후 변화의 영향이나 식량 보존 등의 주제를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2016년 현재까지 4개 국에서 만 오천명의 교사와 75만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다.  

 

 

Figure 2.16 « 링크 만들기 »28 

 

프랙티컬 액션 출판사에서 펴내는 책들도 주목할 만 하다. 변화를 위한 훈련 핸드북 (Training for 

Transformation handbooks) 시리즈는 개발 도상국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율성을 향상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글로벌 운동의 일부로 계획되었다. 공동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역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6 년 현재 이 수업 과정은 전 세계 60 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 핸드북을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직접 적용해온 활동가들의 경험을 담은 ‘변화를 위한 훈련 실전편 

(Training for Transformation in Practice)’도 출판되었다.  

                                           
28  사진 출처 Make the Link http://makethelink.shu.ac.uk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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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출판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적정기술 발전을 위한 세 종류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다. 첫 

번째 저널은 사업개발과 마이크로 파이낸스 (Enterprise development & microfinance, EDM)로 

개발 도상국에서 프로젝트 관리, 기술 협력 제공자, 정책 입안자, 기부자 등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푸드 체인 (Food Chain)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업과 식품 

가공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 기술을 다룬다. 끝으로 워터 라인 (Water Line)은 물 공급, 위생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문을 싣는다. 이 분야 기술가, 전문가, 지역 공동체 활동가들,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찾아 볼 수 있다.  

 

  



www.kosen21.org  KOSEN 

KISTI | 49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1.2

 

대안기술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에코센터 중 하나로 꼽힌다. 1973 년 초창기에는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과 기술을 실험해보기 위한 대안 공동체였으나,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2 년 후에는 

방문자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영국 자선 기구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비정부기관이다. 현재 7에이커 (28,350 평방미터) 정도 활동 공간에서 매일 방문 센터와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전반에 대한 무료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 센터에는 에코 마트와 채식 레스토랑이 있다. 친환경적 건축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반 대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적 건축, 

에코 화장실, 삼림지대 관리,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유기농 재배 등을 가르치고 있다.  

대안기술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채롭다. CAT 이 자랑하는 에코 오두막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캠프가 열리고 다른 학교나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사 훈련도 

제공한다. 센터에서 교육 받은 후 기술을 직접 익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 외 참여하는 프로젝트로는 영국의 탄소 방출량을 20 년 후 0 으로 줄이기 위한 ‘제로 카본 

브리튼 (Zero carbon Britain)’, 생태다양성 추적 관찰과 삼림관리를 하는 코드 그웬 (Coed Gwern), 

웨일즈 지방 유일의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인 디피 (Dyfi) 공원 보존 등이 있다.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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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http://www.cat.org.uk/index.html 

 창설: 1973 년 웨일스에서 제라드 모건 그렌빌 (Gerard Morgan-Grenville)이 

국립대안기술센 (National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라는 이름의 조직 구성.  

 활동 강령: Inspire, Inform, Enable.  

 주소: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Machynlleth, Powys, SY 20 9AZ, United 

Kingdom. 

 연락처: +44 (0) 1654 7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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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대안기술센터 전경29 

 

 

Figure 2.18 대안기술센터 초기 활동 사진30 

 

                                           
29  Photo http://www.walesonline.co.uk/news/wales-news/concern-raised-over-future-wales-4698084 
[Accessed 30 11 2016]. 
30  사진 출처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 How CAT started 

https://content.cat.org.uk/index.php/how-cat-started [Accessed 17 12 2016]. 

http://www.walesonline.co.uk/news/wales-news/concern-raised-over-future-wales-4698084
https://content.cat.org.uk/index.php/how-cat-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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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디피 (Dyfi) 생물권 보전지역31 

                                           
31  사진 출처 Biosffer Dyfi Biosphere, Interpretive map http://www.biosfferdyfi.org.uk/en/map 

[Accessed 17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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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0 ‘제로 카본 브리튼’ 프로젝트32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다루기 전에 대안기술센터의 활동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대안기술센터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기술과 생활 방식을 연구한다. 이 

분야에서 센터의 역할은 대안들을 탐구하여 행동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택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참가자들과 소통 원칙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를 고취하는 것, 둘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셋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대안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지향한다. 땅의 

사용과 건축, 에너지 생산과 보존, 음식 생산과 건강,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등 현대 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새로운 기술 도입 실험을 진행한다.  

 

                                           
32  사진 출처 Zero Carbon Britain : publications, http://zerocarbonbritain.com/en/zcb-publications 

[Accessed 17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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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와 물리세계의 간극33 

« 제로 카본 브리튼 »은 대안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연구 프로젝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은 인류에게 극히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해 대안기술센터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기술들은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에 현재 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점이다. 문제는 현재 널리 쓰이는 기술들을 

이러한 저탄소 기술로 대체하는 속도다. 즉 즉각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 보다는 

기술 변화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적 이슈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안기술센터는 제로카본 시대를 위한다학제적 대화를 촉진하고자 2006 년 « 제로카본브리튼 »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34  탄소 배출 감축은 학제나 국경, 또는 분야를 초월하는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떠한 인문,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지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33  Photo http://www.slideshare.net/zcb2030/zero-carbon-britain-rethinking-the-future-centre-for-
alternative-technology-2013 [Accessed 17 11 2016]  
34  Report http://zerocarbonbritain.com/images/pdfs/Zero%20Carbon%20-
%20Making%20it%20happen%20-%20initial%20findings.pdf  [Accessed 17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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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다른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지구 표면 온도 증가35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즉각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지나 환경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제한된 인지, 기술 만능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다른 사회와 불평등을 인지하는 사회적 비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 비용 효과, 상황 부정이나 불신, 인지된 위험의 

차이, 형식주의나 반발 현상과 같은 제한된 행동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중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들이 과연 의미있는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형평성도 탄소 배출 제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대화’가 고안되었다. 기후 변화와 미래에 대해 

개인들이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서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첫 걸음을 

디디게 된다.  

저탄소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조직역시 필요하다.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시작하고 이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감소를 지향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위해 사회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적 분석은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아마도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일 것이다. 

제로카본 사회로 이행이 너무 비싸다거나, 현재 경제 체계가 화석 연료 없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35  Photo http://www.slideshare.net/zcb2030/zero-carbon-britain-rethinking-the-future-centre-for-
alternative-technology-2013 [Accessed 17 12 2016] 

http://www.slideshare.net/zcb2030/zero-carbon-britain-rethinking-the-future-centre-for-alternative-technolog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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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정부는 현 시장 체계를 크게 변환하거나, 에너지비용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인 거시 경제학적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외에 다른 

행위자를 겨냥한 새로운 담론 구성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화석 연료 사용이나 오염 물질 정화 시설이 필요한 기술들 보다 

싸다는 점이다. 이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 정화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기존 기술 이용 비용으로 표기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해서는 이로 발생하는 총 혜택을 포함하는 

새로운 비용 표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제 경제 체계에서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Figure 2.23 기후변화가 걱정되십니까 ? 저탄소 음식을 드세요.36 

 

제로카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는 정치 문화와 구조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기후와 같은 자연 변화는 정치적 결정을 넘어서는 주어진 조건이라는 

인식이다. 화석 연료 산업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보다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저탄소 정책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은 시민사회운동과 비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일 것이다.  

                                           
36 Photo http://www.eatlowcarbon.org [Accessed 17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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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저탄소 커뮤니티 운동이 주목받고 있는데, 벨기에의 푸드 가든이나 활동이나 네덜란드의 

리페어 까페 (repair café)가 유명하다. 푸드 가든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채소를 기르는 

활동이다.37 브뤼셀에는 농작 가능한 공간이 많지 않지만, 현재 7개의 농장과 4개의  교육용 농장이 

운영중이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먹고 싶어하는 브뤼셀 시민이 이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소비하게 된다. 리페어 까페는 어떤 물건이든 고칠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이다. 

고장난 물건을 들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필요한 연장, 도구는 물론 필요한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 

기술자도 만날 수 있다. 현재 천 개가 넘는 리페어 까페가 전 세계에 퍼져있다. 

 

 

Figure 2.24 전 세계에 퍼진 리페어 까페 (repair cafe)38 

 

이제 대안기술센터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일일 프로그램으로 진흙 오븐 만들기 과정이 있다. 벽토를 이용한 진흙 오븐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일일 프로그램. 전반적인 과정은 진흙과 모래를 섞고, 기본 구조와 주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대안기술센터에 있는 진흙 오븐에서 피자를 구워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된다. 학생들은 

오븐 제작에 쓰이는 진흙과 다른 자재에 대해 배우고, 나무 뗄감에 불을 지피고 오븐 피자를 굽는 

실습을 하게 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인당 수업료는 60£ (한화 

8만 7천원)이다. 

                                           
37 Sustainable food in urban communities : Brussels, food and sustainability http://www.sustainable-
everyday-project.net/urbact-sustainable-food/2012/09/06/food-and-sustainability-3/ [Accessed 17 11 

2016] 
38 Photo https://repaircafe.org/fr/visiter/ [Accessed 30 11 2016] 

http://www.sustainable-everyday-project.net/urbact-sustainable-food/2012/09/06/food-and-sustainability-3/
http://www.sustainable-everyday-project.net/urbact-sustainable-food/2012/09/06/food-and-sustainability-3/
https://repaircafe.org/fr/visiter/


www.kosen21.org  KOSEN 

KISTI | 57 

 

 

Figure 2.25 진흙 오븐 만들기와 흙집 짓기 수업39 

 

흙을 이용한 다른 수업으로 흙 건물 짓기 3 일 프로그램이 있다. 굳은 흙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건축 공법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낮은 친환경 기술일 뿐 아니라, 건물의 열용량 

비율과 내화성이 높고, 음향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안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친환경적 건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영국에서는 생태건축사회 (Ecological 

Building Society)에서 흙집 건축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굳은 흙을 이용한 건축 규정도 영국 

및 아프리카 15 개 국가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대안기술센터 수업은 3 일 과정으로 건물의 골조를 

고안하고 흙벽을 건설해보는 수업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흙집 건축 

프로젝트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었다. 수업 진행자인 로우랜드 키빌 (Rowland Keable)은 

시에라 레온에서 1985 년 흙집 건축을 시작하여 굳은 흙 건축에 관한 다양한 책 집필은 물론, 

짐바브웨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국가들에서 건축 규정을 개설하는데 큰 역할을 한 흙집 전문가이다. 현재는 유럽 8 개국, 18 개 

기관들과 같이 흙집에 관한 표준유럽훈련서를 개발중이다. 

                                           
39  Photo https://courses.cat.org.uk/woodland-and-crafts/earth-ovens-detail [Accessed 17 11 2016] 

Photo https://courses.cat.org.uk/sustainable-building/buildingwithrammedearth-detail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s://courses.cat.org.uk/woodland-and-crafts/earth-ovens-detail
https://courses.cat.org.uk/sustainable-building/buildingwithrammedearth-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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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현대적 흙집 건설과 전통적인 프랑스 흙건물40 

 

전문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광전지 시스템 설계 수업을 들 수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분석부터 

광전지 시스템 디자인까지 광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는 수업으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수업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에너지 이용의 역사와 세계 시장, 

광전지 기술의 종류와 특징, 분리형 시스템과 그리드 시스템, 모델링, 건축 설계시 통합 방안, 광전지 

이용의 효율성과 한계 등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광전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실습을 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상황에 맞는 광전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생물연료를 이용한 난방 수업에서도 실질적인 에너지 기술을 배울 수 이다. : 영국에서는 생물연료 

(Biomass)와 고체연료에 대한 기술 승인을 히타스 (HETAS) 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안기술센터에서는 이미 히타스에 등록된 생물연료 관련 기술자들이 더 다양한 생물연료 기술을 접할 

                                           
40  사진 출처 Rammed Earth Consulting : Pines Calyx http://rammedearthconsulting.com/rammed-

earth-pinescalyx.htm [Accessed 17 12 2016] Rmmed Earth Consulting : French Rammed Earth 
http://rammedearthconsulting.com/rammed-earth-france.htm [Accessed 17 12 2016]  

http://rammedearthconsulting.com/rammed-earth-pinescalyx.htm
http://rammedearthconsulting.com/rammed-earth-pinescalyx.htm
http://rammedearthconsulting.com/rammed-earth-france.htm


www.kosen21.org  KOSEN 

KISTI | 59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연료 종류와 저장 방법, 생물연료 난방 시스템 실현 

가능성 분석, 난방 시스템 설계와 작동 평가, 난방기기 설치 준비와 설치 후 서비스 및 유지 기술 

등이다. 이 수업을 통해 히타스에서 승인하는 생물연료 설치 기사 자격증 취득 요건 중 일부를 

만족시킬 수 있다.  

 

Figure 2.27 히타스의 목적과 서비스41 

 

                                           
41  이미지 출처 Hetas, The official guide to HETAS approved products & services 2016 

http://www.hetas.co.uk/wp-content/mediauploads/mainIntroduction161116compressed.pdf [Accessed 
17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hetas.co.uk/wp-content/mediauploads/mainIntroduction161116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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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8 영속농업 농장 설계42  

 

대안기술센터에서는 영속농업 교육을 세 주말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영속농업이란 생태계에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농업 방식이다. 농장 주변 생태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존중하는 농업을 하기 위해 자연의 순환 주기에 적합하고, 동시에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장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43   대안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속농업 설계 과정은 영국 

영속농업협회에서 승인한 공식 교육과정이다.44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규모로 실현가능한 농장 

설계를 해보고 강사진에게 지도와 피드백을 받게 된다.  

                                           
42 사진 출처, Many Hands Farm : permaculture design map  

www.manyhandsfarm.com/farm/farm-design/ [Accessed 17 11 2016] 
43 Graham Bell, What permaculture is and isn’t  
grahambell.org/permaculture-2/what-permaculture-is-and-isnt/ [Accessed 17 11 2016] 
44 Permaculture Association, Permaculture Design Certificate, 
www.permaculture.org.uk/education/permaculture-design-certificate-pdc  [Accessed 17 11 2016] 

http://www.manyhandsfarm.com/farm/farm-design/
http://grahambell.org/permaculture-2/what-permaculture-is-and-isnt/
http://www.permaculture.org.uk/education/permaculture-design-certificate-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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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개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영화만들기 과정이 있다. 열정있는 초보 

영화제작자들이 환경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3일간 진행된다. 3-4명이 팀을 

이루어 시나리오 작성,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단편 영화 제작의 전체 과정을 실제로 따라가게 된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은 특정 환경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진행중인 프로젝트 융자나 지원을 받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첫 날은 시나리오 제작과 자료 조사 활동을 하고, 둘째 날은 이를 

바탕으로 대안기술센터 주변에서 촬영을 한다. 저녁에는 촬영한 내용을 큰 화면으로 같이 리뷰하면서 

잘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 날은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최종본을 제작하는 날로 다 같이 만들어진 영상을 관람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난다.  

 

 

Figure 2.29 환경영화만들기 과정 참가자들45 

  

                                           
45  Photo https://courses.cat.org.uk/sustainable-living/environmental-filmmaking-detail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s://courses.cat.org.uk/sustainable-living/environmental-filmmaking-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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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IRD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2.1

 

 

Figure 2.30 해외과학기술연구소 (Orstom) 건물과 차드 (Tchad) 활동46 

 

프랑스 개발연구원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한다. 당시 레옹 블룸 (Léon Blum) 정부가 식민지 과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프랑스 해외령 과학 연구 자문 위원회 (Comité consultatif des recherches 

scientifiques de la France d’outre-mer)를 설립한 것이다. 이 기관은 1943 년 식민과학연구소 

(Offic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oloniale)로 개명하고, 프랑스 해외령에 연구센터를 개설하고 

                                           
46 사진 출처 IRD historique  http://www.ird.fr/l-ird/historique [Accessed 17 11 2016]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프랑스 정부기관 

 웹사이트 : http://www.ird.fr  

 창설 : 1937 년 식민지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해 프랑스 해외령 과학연구자문위원회 

(Comité consultatif des recherches scientifiques de la France d’outre-mer) 개설  

 주소 : Le Sextant 44 Boulevard de Dunkerque, CS 90009, 13572 Marseille cedex 

02.  

 연락처 : +33 (0) 4 91 99 92 00  

 

http://www.ird.fr/l-ird/historique
http://www.i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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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를 양성했다. 2 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전쟁기를 맞으면서 개발연구원은 다시 한 번 

해외과학기술연구소 (Orstom, Offic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ique outre-mer, 

Orstom)로 이름을 바꾼다.  

 

Figure 2.31 전 세계 과거 프랑스 식민지와 현재 프랑스령47 

 

프랑스 해외령의 과학기술을 증진한다는 조직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개발연구원이 활동하는 상황은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는 열대지방 국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제 3 세계 국가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구로 재개편했다. 이 후 대략 

20 여 년간 해외과학기술연구소는 아프리카와 해외령에 과학기술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도적인 개발담론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과학기술연구소는 다시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먼저 기존의 교육부와 국무장관 산하 

기관에서 연구부와 해외협력부로 주무부처가 바꿨다.  기관의 목적도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한 과학 기술 연구를 촉진으로 재정의되었다. 1998 년에는 개발연구원 

(IRD)으로 개명하면서 다섯 개 과학 부서를 조직했다. 이 다섯 부처는 공간과 환경, 생명자원, 사회와 

건강, 전문성과 활용 그리고 개발도상국 과학공동체 지원과 교육이다.  2016년 7월 발표한 2030년 

까지의 장기적 기관 전략의 내용은 열대와 지중해 지역에 대한 우선적 연구 촉진, 프랑스 과학연구를 

                                           
47 그림 출처 Wikipedia : Empire colonial français https://fr.wikipedia.org/wiki/Empire_colonial_français 

[Accessed 17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fr.wikipedia.org/wiki/Empire_colonial_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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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개발 효과 극대화, 국제 정치와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술혁신, 글로벌 공공 자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끝으로 투자 자원 다양화를 통한 개발연구원의 확장과 근대화이다.  

 

아이드림이 활동하는 차드에서 프랑스 개발연구원과 협력하는 파트너들을 간단히 살펴보자.48  

먼저, 범아프리카 녹색 장벽국 (Agence Panafricaine de la Grande Muraille Verte, APGMV) 은 

아프리카 회원국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Figure 2.32 사하라 지역49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직이다.50 북아프리카 지중의 연안과 사하라 지역 (African States of 

the Sahel) 의 아프리카 11 개국을 중심으로 2010 년 조직되었다. 참여 국가 원수 컨퍼런스와 관련 

부처 장관, 행정 조직과 전문 기술 위원회가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급속한 사막화를 

막는 것은 물론 환경, 기후, 개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전체적 접근을 통해 이 지역의 빈곤과 싸우는 

것도 조직의 주요 목표이다. 개발연구원 외에도 아프라카삼림포럼 (Forum Forestier Africain, AFF), 

사하라와 사헬지역 관측소 (Observatoire du Sahara et du Sahel, OSS),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세네갈 생태계 추적 센터 

(Centre de suivi écologique, CSE)와 협정을 맺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8  IRD, Nos partenaires au Tchad, http://www.niger.ird.fr/nos-partenaires/nos-partenaires-au-tchad  

[Accessed 17 11 2016] 
49 photo African States of the Sahel  http://ponce.sdsu.edu/sahel_081015.html  [Accessed 17 11 2016] 
50  Agence Panafricaine de la Grande Muraille Verte, APGMV 
http://www.grandemurailleverte.org/index.php [Accessed 17 11 2016] 

http://www.niger.ird.fr/nos-partenaires/nos-partenaires-au-tchad
http://ponce.sdsu.edu/sahel_081015.html
http://www.grandemurailleverte.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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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3 범아프리카 녹색장벽국의 회의 모습51 

` 

 

Figure 2.34 차드 개발을 위한 국립연구센터52 

 

                                           
51  photo http://www.grandemurailleverte.org/index.php/multimedianew/phototheque/category/4-
5eme-session-du-conseil-des-ministres  [Accessed 09 12 2016] 
52 Photo Centre national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http://www.cnartchad.org [Accessed 
17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grandemurailleverte.org/index.php/multimedianew/phototheque/category/4-5eme-session-du-conseil-des-ministres
http://www.grandemurailleverte.org/index.php/multimedianew/phototheque/category/4-5eme-session-du-conseil-des-ministres
http://www.cnartch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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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국립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는 프랑스 

개발연구원의 지역 연구소였다. 개발연구원이 아직 해외과학기술연구소 (Orstom)으로 불리던 

1989 년 차드 해외과학기술연구소가 응용연구센터로 개명하고, 1991 년 연구지원국가센터로 다시 

개명했다. 이 센터는 연구와 장학금 지원, 연구인력 교육, 연구 결과 출판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센터에서 하는 주요 연구 프로젝트로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호수 지역 연구 미션 

(Projet GELT, Grands Ecosystèmes Lacustres Tchadiens), 차드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서버 

설치 프로젝트 (Projet Booster Technologie, Datacenter), 태양광전지 실험실 개설 (Projet Energie 

Solaire), 스피룰리나 생산 공정 개설 (Projet Spiruline) 등이 있다.  

 

차드 호수 저수조 위원회 (Commission du bassin du lac Tchad, CBLT)는 차드 호수 저수조 관리를 

위해 1964년 설립된 영구 국제기관으로 카메룬, 니제르,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와 

차드 6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53 활동 목적은 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면서 생태다양성 및 수중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각 회원국에게 깨끗한 수자원에 접근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의 생물 자원 보존과 활용에 협력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주요 활동 

테마는 수질 오염, 차드 호수 저수조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CBLT 자율적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생태 침략종 관리, 차드 호수에서의 수산활동 등 이다.  

그 외에 활동 파트너로 차드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 (Consortium tchadien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개발을 위한 목축 연구소 (Institut de recherche en élevage pour le 

développement, IRED), 은자메나 대학 (Université de N’Djaména)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르세이유 3대학과 같이 차드 호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53 Commission du bassin du lac Tchad, CBLT, http://www.cblt.org/fr  

http://www.cblt.or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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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5 차드 호수와 그 주변국54 

 

 

  

                                           
54 Photo Bassin du Tchad https://fr.wikipedia.org/wiki/Bassin_du_Tchad [Accessed 17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s://fr.wikipedia.org/wiki/Bassin_du_Tc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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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enna France  2.2

 

 

Figure 2.36 스피룰리나 농장55 

스위스인 드니스 폰 데 베이드 (Denis von der Weid)가 1984 년 창설한 안테나 인터네셔널 

(Antenna International) 협회의 프랑스 지부이다. 2002년 특별히 영양 불량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 년 초 안테나 프랑스로 개명했다. 법적으로는 협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윤 창출하려는 목적 없이 회원들이 법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안테나 프랑스나 다른 

적정기술 관련 기관들은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된다. 안테나 프랑스의 첫 활동은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에서 시작되었다. 이곳 농장에서 스피룰리나 생산되는 스피룰리나는 년 

800kg 으로 대략 3000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음 해에는 2005 년 

                                           
55  사진 출처 Antenna France http://antenna-france.org/notre-combat/la-spiruline/ [Accessed 09 12 

2016]  

Antenna Technologies France 

 프랑스 공익을 위한 비영리협회  

 웹사이트 : http://antenna-france.org  

 창설 : 2002 년 스위스 안테나 테크놀로지 협회 (4 장 스위스 기관 참조)가 프랑스 지부로 

설립 

 주소 : 34 rue Vital 75116 Paris, France 

 연락처 : contact@antenna-france.org  

 

http://antenna-france.org/notre-combat/la-spiruline/
http://antenna-france.org/
mailto:contact@antenna-fr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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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에서도 스피룰리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영양의 집 (Maison de la Nutrition)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양의 집은 스피룰리나를 곁들인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로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  이후 스피룰리나 생산은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캄보디아, 토고, 부룬디, 우간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Figure 2.37 스피룰리나 관련 상품56 

 

안테나 프랑스는 영유아 영양 불량을 퇴치할 목적으로 스피룰리나 생산을 확산하고 있다. 영양 불량은 

영양소가 신체 기관의 필요와는 다른 비율로 신체에 흡수될 때 나타나며,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일억 육천 오백만 명의 5 세 미만 아이들이 영양 불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성적 영양 

불량은 성장 지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임신 이후 생후 2살까지 첫 1000일 정도의 영양 공급은 이후 

아이의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산모가 영양 불량 상태일 경우 아기역시 영양 불량에 따른 

성장에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연 외에는 특별한 외관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 불량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영양 불량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세계 농업의 발전으로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먹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생산하고 있지만, 

빈곤 인구는 영양소에 대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빈곤층 여성, 특히 

산모들을 교육하고 산모와 유아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56  Photo Distribution Antenna Cambodia http://antenna-france.org/projet/structure-distribution/ 
[Accessed 09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antenna-france.org/projet/structu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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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영양 불량에 대한 안테나 프랑스의 해법은 스피룰리나라는 해초다. 스피룰리나는 먼저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어 생산 공장을 둘러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먼저 콩에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 함량, 8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 영유아 

건강에 중요한 리놀렌산과 항산화제,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피코시아닌도 들어있다.  

 

 

Figure 2.38 아프리카 스피룰리나 심포지엄57 

 

스피룰리나를 처음 기록한 것은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발견한 스페인인들이다. 아즈텍인들은 

호수물에서 스피룰리나를 건져 옥수수와 섞어 먹었다고 한다. 다음 기록은 1964년 차드를 방문한 쟝 

레오나르 (Jean Léonard) 교수가 지역민들 먹는 청록색의 음식물을 발견하여 해초학자에게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스피룰리나가 과학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리플리 폭스 (Ripley Fox) 

박사가 배우자와 함께 스피룰리나 농장을 개발도상국에 지을 것을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폭스 부부의 주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안테나 테크놀로지의 창설자, 폰 데 베이드씨가 1990 년대 

본격적인 농장 설립을 시작하였다. 스피룰리나의안테나 프랑스는 인도 마두라이 의대와 같이 실시한 

임상실험에 따르면 보통이나 경미한 영양 불량을 겪고 있는 0 에서 5 세 아동에게 3 그람의 

스피룰리나를 4-6주 투여하면 아동들이 다시 영양학적 균형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Photo 5ème colloque panafricain sur la spiruline http://antenna-france.org/5eme-colloque-
panafricain-sur-la-spiruline/  [Accessed 09 12 2016] 

http://antenna-france.org/5eme-colloque-panafricain-sur-la-spiruline/
http://antenna-france.org/5eme-colloque-panafricain-sur-la-spir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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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의 생산과 배분 : 단백질을 제공하는 다른 농산물 (밀, 쌀, 옥수수 등)에 비해 스피룰리나 

경작은 훨씬 더 적은 양의 물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작은 얕은 

깊이의 저수조에서 이루어지며 일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 1m² 경작 면적에서 생산되는 

스피룰리나로 년간 20명의 영양 불량 아동을 치유할 수 있다. 스피룰리나 농장을 통해서는 두 종류의 

취업 경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로 임산부와 산모, 아동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상업적 일자리로 스피룰리나 농장이 지역 시장에 

경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농장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활동이다. 오늘날 스피룰리나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산업국가에서도 다양한 상품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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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énieurs sans frontiers  2.3

 

국경없는 엔지니어들의 첫 조직으로 프랑스 조직이 창설된 이후 세계적으로 45개국에서 같은 이름의 

조직이 창설되었다. 프랑스 조직의 특징은 협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나 

학생이라는 점이다.  엔지니어나 퇴직자의 비율이 20 % 정도로 다른 나라 조직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1982 년 당시 국제기아대책행동 (Action Internationale Contre la Faim, 현재 

기아대책행동)이 이디오피아에 도수 사업에 대한 기술 자문을 토목학교에 구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활동을 시작한지 오년 뒤에 이미 전국적으로 18 개 그룹, 1500 여 명의 협회원이 등록한 성공적인 

협회가 되었다. 주로 자원 봉사자로 이루어진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수 과정과 평가 체계도 

도입했다. 이후 90년대 중반 조직 내부에서는 다른 비정부기관들처럼 전문가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지, 

아니면 학생 중심의 사회 참여적 운동 조직 성격을 유지할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토의 

끝에 협회는 대형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문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시기에는 인본주의 

행동이나 개발조직을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개발관련 프랑스 

비정부기관에는 국경없는 엔지니어 출신 활동가들이 많다.   

Ingénieurs sans frontières 

 국제연대를 위한 프랑스 협회 

 웹사이트 : https://www.isf-france.org  

 창설 : 1982 년 프랑스 고등 토목학교 (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개설.  

 활동 강령 : 엔지니어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해할 책임을 지고,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시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주소 : 146 rue de Crimée 75019 Paris  

 연락처 : +33 (0) 1 53 35 05 40  

 

https://www.isf-fr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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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9 프랑스 국경없는 엔지니어 활동 지역58 

 

 

Figure 2.40 쟈크 엘룰의 저서 <기술적 허세>와 국경없는 엔지니어 리뷰.59 

                                           
58  Photo Ingénieurs sans frontières : Accompagner des projets https://www.isf-france.org/projets 

[Accessed 11 12 2016] 
59  Photo Humeurs Numériques, Le bluff technologique, Jacques Ellul 

https://humeursnumeriques.wordpress.com/2013/10/15/le-bluff-technologique-jacques-ellul/ 
[Accessed 11 12 2016] Photo Revue Ingénieurs sans frontières, Feb 2002 

http://www.pseau.org/outils/organismes/organisme_detail.php?org_organisme_id=2317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isf-france.org/projets
https://humeursnumeriques.wordpress.com/2013/10/15/le-bluff-technologique-jacques-ellul/
http://www.pseau.org/outils/organismes/organisme_detail.php?org_organisme_id=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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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대에 들어서는  전문화와 사회참여라는 두 목적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 이후, 세 

번째 협회 헌장을 등록했다. 이 헌장은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떠난 중립적인 기술적 해법이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명시하고, 개발은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 철학자 쟈크 엘룰 (Jacques Ellul)과 과학기술학 (Sciences 

and Technology Studies)의 최근 연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협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고찰에 기반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엔지니어를 지칭하기 위한 

‘시민 엔지니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다르게 말하면 엔지니어도 자신의 직업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고 불평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지침을 결정한 것이다. 이후 국경없는 엔지니어는 ‘시민 

엔지니어, 회사 안에서 연대는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연구자와 전문가의 

기술 윤리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러한 국경없는 엔지니어의 변화 과정은 개발과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잘 반영한다. 비정부기관과 협회들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는 종종 가치 중립적인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국경없는 엔지니어의 주요 활동 분야는 식수와 정화 시스템, 농업 개발과 영양 주권,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절약, 채굴 산업, 시민 엔지니어 양성 등의 다섯 분야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그르노블 (Grenoble) 국경없는 엔지니어 그룹은 토고의 체비에 (Tsévié)라는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장점과 퇴비 생산 등을 설명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두 번째 단계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끝으로 경제적인 실행가능성을 계산하여 분리수거 센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꽁피에느 (Compiègne) 국경없는 엔지니어 그룹은 캄보디아의 한 고아원에 태양광열판을 설치할 수 

있을지 실행가능성을 연구한다. 이 연구는 다른 비정부기관인 국경없는 전기기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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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 국경없는 엔지니어 토고와 캄보디아 활동60 

 

다른 적정기술 단체와 관련되는 프랑스 국경없는 엔지니어의 독특한 활동 분야는 채광 산업과 시민 

엔지니어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채광 산업에 대한 협회의 활동은 기업들이 노동자와 환경을 더 

존중하도록 감시, 촉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가깝다. 이 분야의 활동 목표는 시민사회가 채광 산업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 현재의 자연 광물 소비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 모델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 채광 시스템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경영자, 지역 주민, 시민사회, 소비자와 공공 기관 사이에 더 투명한 대화를 유도하는 것, 끝으로 채광 

분야에서 더욱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국경없는 엔지니아 회원들이 루마니아 서부 아푸세니 (Apuseni) 산맥을 방문했다. 금, 은, 

동과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유럽의 엘도라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역이지만, 지역 환경은 

광산업으로 심하게 오염되었다. 석탄 채광 중단 이후에 지역 실업률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생계가 훨씬 

불안정해졌다. 금광 채굴의 경우 지역 정부가 넓은 지역에 대한 채굴권을 회사에 팔아, 4284헥타르 

(4천 2백 84만 ㎡)에 달하는 생활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60 Photo Ingénieur sans frontières : Projet de sensibilisation et de mise en place d’un centre de tri des 

déchets, https://www.isf-france.org/projets/projet-de-sensibilisation-et-de-mise-en-place-dun-centre-
de-tri-des-dechets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isf-france.org/projets/projet-de-sensibilisation-et-de-mise-en-place-dun-centre-de-tri-des-dechets
https://www.isf-france.org/projets/projet-de-sensibilisation-et-de-mise-en-place-dun-centre-de-tri-des-dech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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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2 루마니아 서부 아푸세니 산맥의 광산61 

끝으로 시민 엔지니어 교육 영역에서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주제가 엔지니어 교육 과정에서 더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활동하는 ‘교육 변혁 프로젝트’와 엔지니어들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하도록 교육하는 ‘시민 엔지니어 프로그램’이 있다. 시민 엔지니어 

프로그램은 일드프랑스 (Ile-de-France)지방 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소인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 센터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진보를 위한 샤를 레오폴 메이어 재단 

(Fondation Charles Léopold Mayer pour le Progès de l’Homme, FPH)에서는 회사 간부의 책임성 

강화 프로그램 (Initiative pour la responsabilité des cadres, IRESCA)를 지원한다. 프랑스에서 

엔지니어는 대부분 회사의 간부급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엔지니어 윤리 교육은 사기업의 기업 전략과도 

직결된다.  

                                           
61  Photo West Roumanian mines https://www.isf-france.org/articles/isf-systext-explore-les-mines-
roumaines [Accessed 11 12 2016] 

https://www.isf-france.org/articles/isf-systext-explore-les-mines-roumaines
https://www.isf-france.org/articles/isf-systext-explore-les-mines-rouma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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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3 국경없는 엔지니어 발표 « 엔지니어란 무엇인가 ? »62 

 

 

  

                                           
62  Photo « A la recherche de l’ingénieur.e citoyen.ne ! » https://www.isf-france.org/articles/la-
recherche-de-lingenieure-citoyenne-la-video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isf-france.org/articles/la-recherche-de-lingenieure-citoyenne-la-video
https://www.isf-france.org/articles/la-recherche-de-lingenieure-citoyenne-la-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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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e & Humanisme  2.4

 

한국에도 잘 알려진 유기농 농업가이자 저술인인 피에르 라비가 창설한 협회이다. 피에르 라비는 

1938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1960년 프랑스 아르데쉬 (Ardèche) 지방에 자리잡았다. 아르데쉬 지방은 

프랑스에서 대안 농업과 공동체 운동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지역이다. 여기서 피에르 라비는 생산량 

중심의 농업 발전에 반대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하고자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68 혁명 이후 침체기를 거친 후에는 해외 농업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부르키나 파소를 ‘국경없는 농부’로 방문하여 4 년 후에는 현지에 농업연수국을 설립했다. 활발한 

국제활동은 1988년 개발을 위한 응용기술과 국제교류 모임 (Carrefour international d’échanges de 

pratiques appliquées au développement, Ciepad)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마로크, 팔레스타인,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베냉, 모리타니 등 많은 불어권 국가들이 

참여했다. 1994 년에는 현재 ‘땅과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피에르 라비의 친구들’이라는 

협회를 창설한다. 유엔에서는 사막화에 대항하는 국제 협약 구상에 피에르 라비를 초청하기도 했다.     

 

Terre & Humanisme  

 프랑스 협회  

 웹사이트 : http://terre-humanisme.org  

 창설 : 1994 년 피에르 라비 (Pierre Rabhi)가 피에르 라비의 친구들이라는 협회를 

창설하고 이 협회가 1999 년 땅과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개명.  

 활동 강령 : http://terre-humanisme.org/association/missions-valeurs  

 주소 : Mas de Beaulieu 07230 Lablachère, France 

 연락처 : +33 (0) 4 75 36 64 01   

 

http://terre-humanisme.org/
http://terre-humanisme.org/association/missions-val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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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4 한국에 소개된 피에르 레비와 프랑스 아르데쉬 지역63 

 

구체적인 협회의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프랑스에서 유기농 농업에 쓰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기농 농업 (Agriculture biologique)은 정부로 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는 농업이다. 

일반 농업에서 널리 쓰이는 합성 화학물질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이 쓰이지 않는다. 64  목축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항생제를 사용하며, 최대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생태농업 (Agroécologie)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퇴비 생산, 다양한 종 사이의 상호 보완성 등 

농장 생태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다.65 끝으로 영속농업은 생태계에 기반해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얻는 것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63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조화로운 삶 [Accessed 11 12 2016] Ardèche, Wikipedia 

https://fr.wikipedia.org/wiki/Ardèche_ (département) [Accessed 11 12 2016] 
64 Agence Bio http://www.agencebio.org/quest-ce-que-la-bio [Accessed 11 12 2016]  
65  Colibris : Permaculture, Agroécologie, Agriculture Bio, Quelles différences ? https://www.colibris-

lemouvement.org/magazine/permaculture-agroecologie-agriculture-bio-quelles-differences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fr.wikipedia.org/wiki/Ardèche_(département
http://www.agencebio.org/quest-ce-que-la-bio
https://www.colibris-lemouvement.org/magazine/permaculture-agroecologie-agriculture-bio-quelles-differences
https://www.colibris-lemouvement.org/magazine/permaculture-agroecologie-agriculture-bio-quelles-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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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5 생태농업의 일곱가지 주요 원리66 

 

프랑스에서 유독 널리 쓰이는 생태농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러시아계 미국 농부인 바질 벤신 (Basil Bensin, 1928년)이지만, 68 운동 이후 프랑스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67 프랑스 정부 연구소인 개발을 위한 농업연구와 국제협력센터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CIRAD)와 

국립농업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에서 생태농업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거의 주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땅과 인본주의 

역시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협회로, 생태농업을 생명을 존중하고 땅을 치료하는 사회 변화적 운동, 

하나의 대안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태농업 정보와 기술 교환 플랫폼인 오자에 

(Osez l’agroécologie, OSAE)에서는 생태농업의 주요 원리를 위의 그림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생명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자율적 기능들을 보존하여 생태계의 고유한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 두 번째로 비료, 탄소 연료나 병충해 방지제 등 민감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것, 세 번째 지역 

                                           
66  OSAE (Osez l’agroécologie) L’agroécologie, http://www.osez-agroecologie.org/l-agroecologie 

[Accessed 11 12 2016] 
67  Agroécologie, Wikipedia https://fr.wikipedia.org/wiki/Agroécologie [Accessed 11 12 2016]  

http://www.osez-agroecologie.org/l-agroecologie
https://fr.wikipedia.org/wiki/Agroéc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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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시장을 활성화 할 것, 네 번째 탄소 감축이나 자연 수분 같이 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활동에 

동참할 것, 다섯 번째 종 다양성을 보존할 것, 여섯 번째 자연 자원을 보호할 것, 끝으로 동식물 간의 

영양물질 순환을 돕는 것이 일곱 가지 주요 원리이다.  

 

 

Figure 2.46 땅과 인본주의 라블라쉐르 농장 지도68 

 

아르데쉬 남부 라블라쉐르 (Lablachère)에 위치한 땅과 인본주의 농장은 생태농업 원리를 적용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은 1000m2 정도 넓이로 방문객을 받고 있다. 간단하게 농장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생태다양성 정원에서는 야생 상태의 채소와 방향성 식물을 재배한다. 가족 농장은 4인 

가족이 1년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여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정원 한 편에 양봉장을 설치해 양봉기술실습을 할 수도 있다. 양봉기술실습에서는 벌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심화과정에서는 벌집 분봉, 여왕벌 사육, 꿀 채집 등을 배울 수 있다. 식물정화 

(phytodepuration)농장은 식물의 뿌리와 박테리아를 이용해 물을 정화하는 농장이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못을 건설해서 굵은 모래와 자갈로 채우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는다. 첫 번째 못에는 

                                           
68  Photo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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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류를, 두 번째와 세 번째 못에는 부들, 붓꽃, 습지에 자라는 워터 민트 등을 심어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정화된 물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며, 농장 관개시설에 쓰에게 된다. 이 

외에도 채소 재배 농장, 온실, 묘판, 건식 화장실 등을 방문할 수 있다. 

 

 

Figure 2.47 양봉장, 식물정화농장, 건식 화장실69 

 

생태 농장 운영에 주로 쓰이는 기본적인 농업 기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먼저 농장 표면을 짚으로 

덮어서 땅에 습기를 보존하고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작물을 재배할 때 흙을 돋운 북을 

쌓아서 땅과 공기가 만나는 표면을 증대하고 식물의 뿌리가 더 잘 자라도록 돕는다. 토마토, 가지, 피망 

등 해외에서 들여온 작물을 위해서는 나무 상자 안에 특별히 따뜻한 토양을 마련해 준다. 유기농 

비료로는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에 저장하는 콩과 식물을 사용한다. 윤작 농업은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작물을 가꾸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보통 유기농 농장에서는 열매식물 (토마토, 호박, 가지 

등)-잎 식물 (시금치, 샐러드)-뿌리 식물 (감자, 고구마)-콩과 식물 순서로 윤작을 하는데, 땅과 

인본주의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는 콩과 식물을 열매식물 다음에 심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비 생산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69 Photo http://terre-humanisme.org/formation/apiculture [Accessed 11 12 2016] Photo http://terre-

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phytoepuration [Accessed 11 12 2016] Photo Toilettes 
sèches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toilettes-seches [Accessed 11 12 2016] 

http://terre-humanisme.org/formation/apiculture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phytoepuration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phytoepuration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nos-jardins/toilettes-s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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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8 해외작물을 위한 따뜻한 토양과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생산70 

 

농장에서 베어낸 풀 종류는 말려서, 아직 마르지 않은 콩과 식물, 퇴비와 같이 세 층으로 넓게 깔아 

보관한다. 음식 찌꺼기는 따로 용기에 담아서 분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건식 화장실에서 나온 

폐기물은 생울타리나 장식용 나무 등에 사용한다. 지렁이를 이용한 롱브리콩포스트 

(Lombricompost)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도 지렁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골라서 주어야 한다. 

 

 

Figure 2.49 땅과 인본주의의 서아프리카 활동71 

                                           
70   Photo Couches Chaudes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technique-agroecologie 
[Accessed 11 12 2016] Photo Coup de Pouce : des vers de terre pour composter à l’intérieur 

http://www.coupdepouce.com/maison/jardinage/article/des-vers-de-terre-pour-composter-a-l-
interieur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terre-humanisme.org/agroecologie/technique-agroecologie
http://www.coupdepouce.com/maison/jardinage/article/des-vers-de-terre-pour-composter-a-l-interieur
http://www.coupdepouce.com/maison/jardinage/article/des-vers-de-terre-pour-composter-a-l-inter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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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인본주의는 서아프리카와 지중해 주변 국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먼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세네갈, 부르키나 파소, 말리, 토고, 베냉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 단체인 

사헬인민 생태농업 연대 (Agroécologie et Solidarité avec les Peuples du Sahel), 농업삼림을 위한 

협회 (Association pour l’Agroforesterie)와 같이 사막화를 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리 활동을 

예로 들어 지역 생태농업 활동을 살펴보자. 말리의 타챠란 (Tacharane)이란 도시에서는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농업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같이 일하는 조직은 비정부기관인 

생태미래연대 (Union pour un avenir écologique et solidaire)와 열대종자 생산을 위한 

생태농업센터 (Centre agroécologique de production de semences tropicales)이다. 이들 기관과 

진행하는 공동 작업으로는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종자 보급, 화학 비료를 생태 

비료로 대체, 관개시설 개선과 수전 보호, 채소 경작 활동 장려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건기에 할 수 

있는 농업활동 연구 등이 있다.  

지중해 주변 국가로는 알제리, 모로코, 팔레스타인과 튀니지에서 생태농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모로코에서는 대형 농업 산업으로 인한 개발과 가족 단위 농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생태농업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2001년 피에리 레비 방문 후에 땅과 인본주의 모로코 지부가 창립 

(2005년)되었고, 2009년에는 생태농업 연수원이 문을 열었다. 여기서는 프랑스 농장처럼 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용 농장이  운영되고, 생태다양성 촉진을 위한 여러 실험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 

농부와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태 농업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작물종자 교육이 실행된다.  

                                                                                                                                    
71  Photo http://terre-humanisme.org/sur-le-terrain/afrique-ouest [Accessed 11 12 2016] 큰 점은 지역 

파트너의 본사나 농장이 위치한 지점과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고, 작은 하얀 점은 생태농업 활동가가 있는 

지역이다. 

http://terre-humanisme.org/sur-le-terrain/afrique-o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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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0 모로코 생태농업 연수원 개원72 

 

  

                                           
72 Photo  http://terre-humanisme.org/maroc-formation-agroecologique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terre-humanisme.org/maroc-formation-agroecolo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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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itarian Design Bureau  2.5

 

인도주의 디자인 사무소는 2012년 등록한 프랑스 사기업이다. 비정부기관이나 국제기관이 인도주의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제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한다. 제품을 사용자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제품, 인도주의 행동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 개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산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품 개발 전략으로 인도주의 

기구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발 상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쓰고 난 상자를 재활용해서 침대로 조립할 수 있는 

뉴트리세 (Nutriset)가 있다. 긴급한 인도주의 행동이 필요한 지역에서 물품 배송에 쓰이고 난 

상자들을 침대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지역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니세프, 기아대책행동 (Action contre la 

faim), 국경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프랑스 적십자와 포장 전문 회사들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2012년 개발되었으며 현재 산업 생산 중이다.  

Humanitarian Design Bureau 

 프랑스 SAS  단순 주식회사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웹사이트 :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accueil.html  

 활동 강령 :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쓰이는 산업용품을 디자인하여 지역에서 활동을 돕고, 

더 나은 기능성을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주소 : 10 rue Stephenson, 75018, Paris, France 

 연락처 : +33 (0) 6 52 32 22 82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accue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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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 뉴트리세 상자 침대 조립 과정73 

 

그외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양쪽이 열리는 작은 병이나 취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키친 세트 등이 개발되었다. 양쪽이 열리는 병은 바닥 부분에 마개를 설치해서 병에 남은 물질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현재 개발 중인 다른 프로젝트로는 인도주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 응급상황회복개발협회 (Urgence réhabilitation développement, 

URD)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도주의 활동 중에 필요하거나 유용하게 쓰이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2.52 아이디어 상품 개발과 인도주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디자인74 

  

                                           
73 Photo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sommier-nutriset.html [Accessed 11 

12 2016] 
74  Photo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flacon-a-deux-bouchons.html 

[Accessed 11 12 2016] Photo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humanitarian-
data-base.html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sommier-nutriset.html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flacon-a-deux-bouchons.html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humanitarian-data-base.html
http://www.humanitariandesignbureau.com/realisations/humanitarian-data-ba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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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3.1

 

전 세계 38개국에서 일하는 비영리 국제 개발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1965년 

네덜란드 자원봉사 재단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주로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남쪽의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일을 했다. 점점 정책과 관련된 임무들이 늘어나고 다른 정부, 비정부 기관과 많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1988 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완전히 멈췄다. 1993 년에는 조직의 

이름을 SNV 네덜란드 개발기구로 바꾸고 2002년에는 외교부에서 독립했다.75  

현재 총 1300여 명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이후 네덜란드 외교부는 조직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활동은 식수 공급과 위생 (Water, Sanitation & Hygiene,  WASH),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세 분야이다. 

 

                                           
75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NV_Netherlands_Development_Organisation [Accessed 08 12 2016]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비영리 국제 개발기구 

 웹사이트 : http://www.snv.org  

 창설 : 1965 년 네덜란드 외교부 산하 기관 네덜란드 자원봉사 재단 (Stichting 

Nederlandse Vrijwilligers) 개설.  

 주소 : Parkstraat 83 2514 JG The Hague The Netherlands 

 연락처 : +31 70 3440 244  

info@snv.org  

 

https://en.wikipedia.org/wiki/SNV_Netherlands_Development_Organisation
http://www.snv.org/
mailto:info@sn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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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3 SNV 조직 규모76 

 

먼저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활동을 살펴보자. 유엔이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한 이후, 여러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꼽고 있다. SNV 에서는 주로 네 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네 가지 기술은 바이오가스, 조리용 레인지, 미니그리드 그리고 

태양광전지이다.  앞서 프랙티컬 액션 소개에서도 나온 바이오 가스 생성 촉진설비 (Biogas Digester 

plant)는 동물의 배설물, 인분과 다른 유기물질을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설비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소 세 마리나 돼지 일곱마리 정도면 한 가정에서 필요한 조리 설비, 

조명 등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메탄 생산 과정 부산물인 

슬러리 (bio-slurry)는 유기농 퇴비로 쓰인다. 2015년 말까지 SNV가 설치한 바이오가스 설비는 총 

70 만 개로 대략 3 백 50 만명이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아프리카 바이오가스 

파트너쉽 프로그램 (Africa Biogas Partnership Programme, ABPP)는 2016 년 동아프리카 

전력산업상 (East African Power Industry Awards)을 수상했다. 네덜란드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부와 

네덜란드 인문주의 개발 기구 Hivos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현재까지 다섯 개 아프리카 

국가 (케냐, 이디오피아,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탄자니아)에 6만여 개 바이오가스 설비를 설치했다.   

                                           
76  이미지 출처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http://www.snv.org [Accessed 08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sn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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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4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스토브 옥션77 

 

두 번째로 조리용 레인지는건강에 피해를 주는 개방형 조리 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다. SNV에서 

지원하는 조리용 레인지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로 2015년 까지 30만개가 배분되었다. 

동남 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에 조리용 레인지를 공급하기 위해 스토브 옥션 (Stove 

Au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독일 국제협력회사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harbeit GmbH, GIZ)와 에너자이징발전 (Energising Development, 

EnDev)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78  스토브 옥션은 SNV 와 EnDev 는 적절한 조리용 레인지 

제품들을 선정하여 제작사와 가격을 협상하고 이를 경매에 내놓는다. 만약 경매에서 결정된 가격이 

제작사와 협상된 가격보다 작다면 이 차액은 성과중심 자금지원 (Result-based financing, RBF) 

방식으로 지불된다.  

                                           
77  Photo The Stove Auction, Auctions, http://www.thestoveauction.org/auctions.html [Accessed 10 12 

2016] The Stove Auction http://www.thestoveauction.org [Accessed 10 12 2016] 
78  Energising development http://endev.info/content/Main_Page  

http://www.thestoveauction.org/auctions.html
http://www.thestoveauction.org/
http://endev.info/content/Main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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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5 옥션에서 팔리는 조리용 레인지79 

성과중심 자금지원은 주로 사회 사업에 쓰이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비정부기관이나 사적 기업이 초기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다.80 

실질적으로 더 좋은 스토브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었는지가 사업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참가자들이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브 옥션 사업은 지역 

스토브 보급자들과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더 나은 스토브를 쓰려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스토브 시장을 형성하고 환경과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스토브를 보급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나머지 두 기술은 태양광미니그리드와 태양광전지이다. 짐바브웨 그완다 지역의 

태양광 미니그리드 전파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석유수출국기구 

국제개발펀드, 글로벌환경기관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에서 지원하고 SNV , 프렉티컬 

액선, 다반 트러스트가 정부와 연합으로 추진한다. 현재 99KW짜리 태양광 미니그리드 하나, 두 개의 

에너지 센터와 두 개의 독립형 동력장치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세 개의 관계 시설, 

다섯 개 기업 센터, 병원, 학교와 연구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79   Photo Red stove, African Clean Energy, ACE 1 Solar Biomass Cookstove, Green one, Prime 

Cookstoves, Pricme Fuelwood. http://www.thestoveauction.org/catalogue-of-products.html [Accessed 
10 12 2016] 
80   Instiglio, What is Result-Based Financing, http://www.instiglio.org/en/results-based-financing/ 
[Accessed 10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thestoveauction.org/catalogue-of-products.html
http://www.instiglio.org/en/results-based-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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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지는 국가 전력망이 닿지 않아 등유 (Kerosene) 램프를 사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재정 계획을 위해서 성과중심 자금지원방식이나 페이고 

(Pay as you go) 원칙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페이고 방식으로 태양광 상품을 보급하고 있는 ‘베냉을 

위한 밝은 빛’ 프로젝트를 간단히 살펴보자. 베냉 사람들은 주로 등유 전등이나, 일회용 배터리 전등을 

사용하며 대략 한 주에 일달러 정도 지불하는 핸드폰 충전 매점에서 전력을 얻는다. SNV는 조명이나 

핸드폰 같은 기본적인 사양을 낮은 가격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그린라이트 플래닛 

(Greenlight Planet)의 태양광상품을 선택했다. 

 

Figure 2.56 ‘베냉을 위한 밝은 빛’81 

   

다른 프로젝트 파트너로는 베냉의 태양광 상품 수입 제공업체 ARESS, 페이고에 특화된 지불 플랫폼을 

제공하는 Angaza가 참여한다.82 특히 배넹의 모바일 네트워크 경영회사인 MTN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자들이 핸드폰으로 기기 구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지역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기기 공급 및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16개 MTN 지부에서 

시범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170여개 기기가 팔렸다. 기대보다 훨씬 적은 수의 기기가 팔린 데에 

대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이 한 주에 지불하는 

                                           
81  Photo SunKing from Greenlight Planet Home 120 Total Home Lighting and Mobile Charging 
https://www.greenlightplanet.com/shop/home-120/ [Accessed 10 12 2016] 
82   Photo SNV Introducing Pay-as-you-go solar products to Benin, 
http://www.snv.org/update/introducing-pay-you-go-solar-products-benin [Accessed 10 12 2016]  

https://www.greenlightplanet.com/shop/home-120/
http://www.snv.org/update/introducing-pay-you-go-solar-products-b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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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1,5 달러 정도로 재조정하였다. 이처럼 모바일 네트워크 회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은 

아주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농업분야에서 SNV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역 농부 교육과, 더 나아가 정부 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구성 사업으로 호르트임팩트 (HortIMPACT)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업명은 원예학이라고 번역되는 호르티컬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농업과 

관련된 케냐와 네덜란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케냐 

시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케냐에서 원예는 년간 15%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 목적을 들자면 먼저 케냐의 소규모 농장장이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두 번째로 새로운 작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 끝으로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생산품 양을 줄이는 것이다. 세부 분야에서는 관련 

사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그린하우스를 통한 작물 생산은 케냐 하이랜드 

종자회사 (Kenya Highland Seed Company), 관개 시스템은 마지밀렐 (Maji Milele)이라는 현지 

회사가 참여하는 식이다. 또한 네덜란드 아프리카 사업회의 (Natherlands African Business Coundil, 

NABC)가 참여하여 네덜란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Figure 2.57 SNV 농업관련 활동 현황83 

   

                                           
83 Photo SNV Annual magazin Connect 15p.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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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공급과 위생 (Water, Sanitation & Hygiene,  WASH) 분야는 개발 도상국 도시와 지방 모두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깨끗한 위생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인 만큼 지역 정부나 시민 사회와도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디오피아 티그래이 (Tigray) 지역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지역 서비스 업체, 물 관리 

사무소와 물 공급 및 위생 관리 위원회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committees, 

WASHCOs) 등이 새로운 위생 시설 관리 체계를 배우고 익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동 

펌프나 관개 시설에 쓰이는 펌프 작동법, 지역 물 공급 유지 개선에 필요한 기본 테크닉 등을 교육하여 

지역사회가 직접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인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 

및 재정 교육도 필수적이다. 먼저 각 행위자들의 분명한 관계 설정을 위해 계약자-고객-규제 기관 

모델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질 관리와 위험 평가에 대한 교육 역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 서비스 업체들은 물 공급 체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재정 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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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tech 3.2

 

 

Figure 2.58 빅토르 파파테크와 이반 일리히84 

  

데모테크는 코펜하겐의 대안 공동체 크리스티아니아 (Fristaden Christiania)에 영감을 받아 

1970 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빅토르 파파테크 (Victor Papanek), 이반 일리히 (Ivan Ilich) 나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대안 공동체 운동에 주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 조직을 만든 레인더 반 타이얀 (Reinder van Tijen)이 쓴 글을 보면, 같은 기능을 

                                           
84  Photo Victor J. Papanek Social Design Award : Design for the real world,  

http://vjpsocialdesign.madmuseum.org/about/ [Accessed 10 12 2016] Photo Alchetron Ivan illich 
http://alchetron.com/Ivan-Illich-775349-W [Accessed 10 12 2016] 

Demotech 

 네덜란드 재단  

 웹사이트 : http://www.demotech.org  

 창설 : 1970 년 레인더 반 타이옌 (Reinder van Tijen)이 활동 시작.  

 활동 강령 : 자립을 위한 디자인, 기쁨,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기술, 지식, 새로운 디자인.  

 주소 : Biesenwal 3, 6211 AD Maastricht, The Netherlands.  

 연락처 : +31 (0) 6 174 771 77    

info@demot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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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이라도 다른 디자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돋보인다.85 초기 

활동은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나 자립적 생활 방식 확립과 같이 네덜란드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여 개발 

도상국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1976 년 데모테크의 대표적 적정 기술 모델인 틴자전거가 

개발되었다. 1979 년에는 재단으로 등록하고 네덜란드 개발협조국과도 공동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부르키나 파소에서 로프펌프 (Rope pump) 개발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와 남아메리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데모테크의 개발 제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틴자전거는 자전거가 더 널리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발명되었다. 자전거가 대중 교통으로 더 널리 쓰이려면, 쉽게 운반하기 위해 접을 수 

있어야 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더 쉽게 만들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 

자전거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틴자전거는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을 방지할 수도 있고 운반을 하기도 

훨씬 편리하다. 또 일반 자전거보다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였고 자전거 재작에서 용접을 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도록 디자인했다. 

 

 

Figure 2.59 틴자전거와 대나무 자전거86 

                                           
85   Technology for Ten Billion People, Reinder van Tijen, http://www.demotech.org/d-

publications/designB.php?sub=36 [Accessed 10 12 2016]  
86 Photo Tin Bicycle, Demotech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33 [Accessed 10 

12 2016] related photo American Bamboo Society 
http://www.bamboo.org/GeneralInfoPages/BambooBicycle.html [Accessed 10 12 2016] 

http://www.demotech.org/d-publications/designB.php?sub=36
http://www.demotech.org/d-publications/designB.php?sub=36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33
http://www.bamboo.org/GeneralInfoPages/BambooBicy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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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 파소에서 개발된 로프펌프는 생산과 조작, 유지를 모두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펌프의 제작 비용을 최대한 감소하고, 펌프를 지나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플라스틱이나 밧줄과 같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손으로 물을 퍼 

올리는 로프펌프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데모테크에서 발명한 다른 펌프인 수격펌프 (Hydraulic 

Ram Pump, Hydram)역시 현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펌프로 최대 15미터 높이까지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이 펌프의 제작 자료는 시멘트, 폐기 자동차 타이어에서 구할 수 있는 철사나 나무 등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50 %이상으로 측정된다. 복잡한 장비를 동원하여 철을 처리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ure 2.60 로프펌프와 수격펌프87  

 

손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디제인 제품으로 윈드 드라이브가 있다. 총 제작 비용 20 달러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풍력 발전기로 회전 날개, 전기 제너레이터, 전기 충전 건전지로 이루어졌다. 

데모테크에 문의하면 디자인 도형, 데모테크 건전지와 같은 주요 재료와 제작 지도를 받을 수 있다.  

                                           
87  Photo RopePump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43 [Accessed 10 12 2016] 
Photo Concrete Hydram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38 [Accessed 10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43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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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1 윈드 드라이브88 

  

하이투유 (Hy2U)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손을 쉽게 씻을 수 있는 장치이다. 

자동적으로 닫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하여 물을 아끼도록 하였으며,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디자인인 하이박스 (HyBox)는 하이투유를 나무 상자에 넣어 학교와 

같은 공공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Figure 2.62 하이투유와 하이박스89 

                                           
88  Photo WindDrive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7# [Accessed 10 12 2016] 

Dutch portal for DIY-wind energy http://www.windenergy.nl/website_25/welkom/foto-s/category/12-
rotor [Accessed 10 12 2016]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7
http://www.windenergy.nl/website_25/welkom/foto-s/category/12-rotor
http://www.windenergy.nl/website_25/welkom/foto-s/category/12-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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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테크에서는 간단한 물건들의 제작 메뉴얼을 홈 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루프펌프나 나무 화장실과 

샤위 제작 과정은 인터넷을 보고 따라서 만들 수 있다. 90 그 뿐 아니라 폐타이어에서 철근을 얻는 

방법이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철판을 구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기술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89 Photo Hy2U for washing hands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91 [Accessed 
10 12 2016] The Innovation of the HyBox https://www.youtube.com/watch?v=N-1d9TC6MyE 

[Accessed 10 12 2016] 
90  RopePump http://www.demotech.org/d-design/presentation.php?p=70 [Accessed 10 12 2016] 

Construction manual for the Bathroom Toilet Unit http://www.demotech.org/d-
design/presentation.php?p=7 [Accessed 10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demotech.org/d-design/designA.php?d=91
https://www.youtube.com/watch?v=N-1d9TC6MyE
http://www.demotech.org/d-design/presentation.php?p=70
http://www.demotech.org/d-design/presentation.php?p=7
http://www.demotech.org/d-design/presentation.php?p=7


유럽에서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 

1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스위스  

 Vestergaard  4.1

 

라이프 스트로우로 유명한 베스터가드는 개발도상국 질병 퇴치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스위스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베스터가드는 회사 설립자의 손자로 인도주의 사업 모델로 

유명하다. 원래 발명가가 꿈이었다는 베스터가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 요즘 저는 거의 제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는 회의에서 어떻게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기업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평화를 

확장하는 사업을 할수 있냐는 거죠. 만약 전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평화를 확장하는 

일로는 더 큰 돈을 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 »91  

                                           
91  A Mad Businessman, Scenario, 01 October 2012.  
http://vestergaard.com/images/coveragepdfs/scenariomadbusinessman.pdf  [Accessed 08 12 2016] 

Vestergaard 

 스위스 글로벌 기업  

 웹사이트 : http://www.vestergaard.com  

 창설 : 1957 년 덴마크 농부인 카지 베스터가드 프랜슨 (Kaj Vestergaard Frandsen)이 

작업복을 생산하는 회사를 건립. 1986 년 구호용 담요 생산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질병 

퇴치를 위한 제품 생산 시작.   

 주소 : Vesterggard Frandsen Place Saint Francois 1, CH-1003 Lausanne, 

Switzerland  

 연락처 : +41 (0) 21 310 7333 

 

http://vestergaard.com/images/coveragepdfs/scenariomadbusinessman.pdf
http://www.vesterga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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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3 마이클 베스터가드 

원래 일꾼들의 작업복을 만들던 베스터가드가 인도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90년대이다. 

적십자와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에 공급하던 담요가 난민 캠프와 내전 지역에 널리 

보급되었고, 체체파리와 모기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기장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베스터가드의 최대 히트상품이자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널리 알려진 라이프 스트로우는 1996년 

오염된 물에 있는 기니 벌레 알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었다.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 

(Forbes)는 라이프 스트로우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꿀 열 가지 물건’에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베스터가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는 라이프 스트로우와 페르마네트, 제로 플라이 등을 꼽을 수 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아프리카 기니 벌레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니 벌레 퇴치 운동은 카터 재단 

(Carter Center)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1986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질병 발생율이 99.9% 감소하는 

극적인 성과를 이루었다.92 베스터가드는 카터 재단에 대략 3천 7백만 개 이상의 라이프 스트로우를 

공급했다. 스테인리스 철망을 이용하는 기니 벌레용 제품과는 달리, 2005 년 부터 생산된 라이프 

스트로우 제품들은 모두 속이 빈 섬유질을 정수 필터로 이용하는 신제품이다. 화학 물질은 물론 

추가적인 전력 공급도 필요 없다는 점은 라이프 스트로우의 큰 장점이다. 이처럼 간단한 디자인이지만 

라이프 스트로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방지할 수 있다. 더러운 물로 퍼지는 콜레라는 물론 

이질, 식중독, 장염, 장티푸스, 기생충으로 인한  크립토스포르디움 (Cryptosporidium), 원포자충증 

(Cyclosporiasis), 편모충증 (Giardiasis)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현재는 표준, 

가족용, 커뮤니티용, 캠핑용 등 다양한 용도의 라이프 스트로우 제품들이 출시되어있다.  

                                           
92   The Carter Center Guinea Worm Eradication Program 
https://www.cartercenter.org/health/guinea_worm/ [Accessed 08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cartercenter.org/health/guinea_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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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4 가족용 라이프 스트로우와 그 원리93 

  

베스터가드에서는 라이프 스트로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식수를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는 « 라이프 스트로우 : 물을 위한 탄소 » 프로그램을 2011 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프 

스트로우를 사용하는 가족들은 식수 공급을 위해 물을 끓일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케냐 서부에는 88만 여 개의 가족용 라이프 스트로우가 보급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이 가정들은 의약용품이나 땔깜에 더 적은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소배출권을 사업 확장에 재투자 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베스터가드는 3 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였으며  케냐 서부 지역에 

32개의 수리 및 교체 센터를 만들었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4백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베스터가드의 두 번째 주요 제품인 페르마네트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살충제가 천천히 분산되도록 

설계된 폴리에스테르 모기장이다. 여러 비정부기관은 물론 정부 프로그램과 유엔을 통해서 6개 대륙 

200 여개 국가에 보급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기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Deltamethrin)이 모기장 재질에 스며들어 있어 세탁 후에도 살충 작용이 계속된다. 

2007년에는 한 단계 나아간 제품으로 페르마네트 3.0이 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이미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모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말라리아 모기 퇴치가 시급한 지역에 보급되고 있다.  

                                           
93  Photo life straw http://vestergaard.com/lifestraw-personal [Accessed 08 12 2016]  life straw 

community http://vestergaard.com/lifestraw-impacts-latin-american-communities [Accessed 08 12 
2016]  

http://vestergaard.com/lifestraw-personal
http://vestergaard.com/lifestraw-impacts-latin-american-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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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5 페르마네트 3.094 

2012 년 연구에 따르면 64 개국에서 말라리아 전파 모기가 최소한 한 가지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리마네트 3.0 은 살충제 효력 증강제인 피페로닐 부톡시드 (Piperonyl 

Butoxide)를 모기장 상부에 추가하여 성능을 강화했다. 비슷한 제품으로 제로 플라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살충제가 함유된 방충망으로 가축 보호를 위해 쓰인다.  

세계무역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인해 매 이분 마다 한 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한 해에는 

66 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한다고 한다. 95  이처럼 곤충을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을 막기위해, 

개발도상국에 살충제 모기장을 보내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네트 (Nothing But 

Nets)’라는 단체에 기부하면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에 모기장을 보낼 수 있다.96   

 

                                           
94 Photo http://vestergaard.com/permanet-3-0 [Accessed 08 12 2016]  
95  WTO Malaria Fact Sheet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094/en/ [Accessed 08 12 
2016] 
96  NothingButNets https://secure.globalproblems-
globalsolutions.org/site/SPageNavigator/NBN_gift_a_net_triple_api.html [Accessed 08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vestergaard.com/permanet-3-0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094/en/
https://secure.globalproblems-globalsolutions.org/site/SPageNavigator/NBN_gift_a_net_triple_api.html
https://secure.globalproblems-globalsolutions.org/site/SPageNavigator/NBN_gift_a_net_triple_ap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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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6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전염체 분포 지도97 

 

  

                                           
97  Photo IR Mapper : interactive map for visualizing data from insecticide susceptibility  
http://anopheles.irmapper.com [Accessed 08 12 2016]  

http://anopheles.irmap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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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s Resource Centre and Consultancies for Development 4.2

 

스캇 (Skat)의 첫 창설 목표는 개발 협력에 관한 스위스 기관들의 경험과 지식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료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스캇의 역할은 단순 지식 전달에서 점차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노하우도 축적하게 되었다. 스캇이 집중하는 영역은 

물과 위생시헐, 건축, 기후, 에너지와 환경 등이다. 1990 년대 펀딩 환경이 변화하면서 스캇 컨설팅 

회사와 재단으로 분리가 이루어졌다.  

Skat : Swiss Resource Centre and  

Consultancies for Development  

 스위스 비영리 자선 재단, 컨설팅 기업.   

 웹사이트 : http://www.skat.ch, www.skat-foundation.org   

 창설 : 1978 년 갈렌 대학에서 스위스적정기술센터 (Schweizerische Kontakstelle für 

Angepasste Technologie, Skat)라는 협회 창설 

 활동 강령 : 빈곤 퇴치, 거버넌스 구축, 현지 주민과 기관의 능력 향상, 활발한 참여 유도, 

고품질 서비스 제공 

 주소 : Skat Consulting Ltd. Vadianstrasse 42 CH-9000 St.Gallen, Switzerland.  

 연락처 : +41 (0) 71 228 54 54    

info@skat.ch foundation@skat.ch   

 

http://www.kosen21.org/
http://www.skat.ch/
http://www.skat-foundation.org/
mailto:info@skat.ch
mailto:foundation@sk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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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7 스캇컨설팅 조직 구성과 스캇 재단의 활동 목표98 

 

이후 스캇 컨설팅 회사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경영 전문 회사로 발전하였으며, 스캇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의 활동 

목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현지 활동에서 축적되는 노하우를 기록하는 것, 

이렇게 생성된 지식을 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 끝으로 워크샵과 파트너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스캇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부기관, 

기부 재단 또는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냐 전략 수립이다. 특히 스위스 수력 발전 

프로그램과 재생가능한 기술 교환 프로그램 (Renewable Energy Technology Exchange RETEX)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지식 공유와 능력 배양 및 교육 서비스로 기술 교육, 경영 교육, 

비정부기관 현지 활동가 교육, 워크샵과 컨퍼런스 조직,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교육 연수 조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서비스는 개발 프로젝트 관리와 자연 재해로 인한 비상 상황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프로젝트 관리다. 2004년 쓰나미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인도주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때 

프로젝트 관리를 한 경험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분권화된 수력 발전을 추진할 때 프로젝트 계획과 

관리에 참여했다. 마지막 서비스 분야는 기술과 지식 확산이다. 펌프나 지붕용 타일은 직접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으며, 소형 수력발전소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인도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98  Skat Organisation http://www.skat.ch/about/prarticle.2005-09-26.4901144019 [Accessed 10 12 
2016] Skat Foundation http://www.skat.ch/foundation [Accessed 10 12 2016]  

http://www.skat.ch/about/prarticle.2005-09-26.4901144019
http://www.skat.ch/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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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8 극소콘크리트 지붕 타일 제작99 

 

스캇에서 개발한 지붕용 타일은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를 재료로 만든 것이다. 콘크리트 지붕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 소규모 사업에서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다. 지역에서 진동 

기기와 조형틀을 생산하는 경우 비교적 싼 값에 생산이 가능하다. 처음 콘크리트 지붕을 개발할 때는 

사이잘 (sisal)이나 코이어 (coir)와 같은 섬유질을 더해서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섬유질 콘크리트 지붕은 몇 년만 지나도 지붕이 쉽게 손상되어서 점차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되었다. 다음 세대 기술로 개발된 것이 강화 섬유 콘크리트 지붕 (Fibre-reinforced concrete roofing, 

FCR)과 극소 콘크리트 지붕 (Micro-Concrete Roofing, MCR)이다. 스캇에서 개발한 극소 콘크리트 

지붕은 섬유 콘크리트 지붕보다 잘 부러지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번 제작과정에 숙달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적은 제작 비용으로 내구성 

강한 지붕 자재를 생산할 수 있다. 스캇에서는 강화 섬유 콘크리트 지붕과 극소 콘크리트 지붕 생산 

관리에 대한 핸드북 시리즈를 출판해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전파해왔다.100  

                                           
99  Photo ITDG Micro-Concrete Roofing Tile Production 

www.solucionespracticas.org.pe/Descargar/618/5314   [Accessed 11 12 2016], Skat : Quality Control 

Guidelines for Fibre or Micro Concrete Tiles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2005-09-

29.1982292338/skatpublication.2005-11-07.9627861868 [Accessed 11 12 2016]  
100  이 핸드북 시리즈는 Humanity Development Library 2.0 에서 볼 수 있다. 

http://www.nzdl.org/gsdlmod?e=d-00000-00---off-0hdl--00-0----0-10-0---0---0direct-10---4-------0-1l--

11-en-50---20-about---00-0-1-00-0--4----0-0-11-10-0utfZz-8-
00&cl=CL1.6&d=HASH01af29267d2413d39200319d.2&x=1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solucionespracticas.org.pe/Descargar/618/5314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2005-09-29.1982292338/skatpublication.2005-11-07.9627861868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2005-09-29.1982292338/skatpublication.2005-11-07.9627861868
http://www.nzdl.org/gsdlmod?e=d-00000-00---off-0hdl--00-0----0-10-0---0---0direct-10---4-------0-1l--11-en-50---20-about---00-0-1-00-0--4----0-0-11-10-0utfZz-8-00&cl=CL1.6&d=HASH01af29267d2413d39200319d.2&x=1
http://www.nzdl.org/gsdlmod?e=d-00000-00---off-0hdl--00-0----0-10-0---0---0direct-10---4-------0-1l--11-en-50---20-about---00-0-1-00-0--4----0-0-11-10-0utfZz-8-00&cl=CL1.6&d=HASH01af29267d2413d39200319d.2&x=1
http://www.nzdl.org/gsdlmod?e=d-00000-00---off-0hdl--00-0----0-10-0---0---0direct-10---4-------0-1l--11-en-50---20-about---00-0-1-00-0--4----0-0-11-10-0utfZz-8-00&cl=CL1.6&d=HASH01af29267d2413d39200319d.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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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9 아프리카 그레이트레이크 지역101 

 

건축과 관련된 스캇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진행 중인 건축 자재 교육 사업이 있다. 

르완다와 부룬디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한 세대 (25-30년)마다 

인구가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이 가능한 땅이 적고,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 환경이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다. 스캇의 프로젝트는 땅을 황폐화 시키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생산을 지역에 확산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농업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연료로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트너로는 스위스 

개발협조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프랑스 흙 건축 전문 

연구소인 크라떼르 (CRAterre) 102 , 인도 재생가능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그린테크 (Greentech 

Solutions) 103  등이 있다. 르완다와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그레이트레이크 (Great 

Lakes)지역에서는 식수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지역의 불균등한 식수 공급 상황을 

                                           
101  Photo Africa Grate Lakes region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Great_Lakes [Accessed 11 
12 2016]  
102  CRAterre http://craterre.org [Accessed 11 12 2016]  
103  Greentech Knowledge Solutions http://www.gkspl.in/who_we_are.html [Accessed 11 12 2016]  

https://en.wikipedia.org/wiki/African_Great_Lakes
http://craterre.org/
http://www.gkspl.in/who_we_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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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스위스 개발 협조국의 지원으로 2012년 부터 4년간 

진행되었다. 식수 공급이 제한된 인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 부터 시작하여, 수자원 보호와 환경 영향 평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방안을 찾는 것 까지 

식수 공급을 둘러싼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Figure 2.70 수력발전 워크숍과 실행 가능성 연구104 

  

에저지 분야에서 스캇의 활동운 주료 수력 에너지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수력발전에 대한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소형 수력발전소 개발에 관심있는 정부,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 짜리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필요한 기술 및 능력 평가,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도구와 자재 소개, 발전소 유지와 재정 관리 등을 배운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Liberia)에서는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실행 가능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스캇에서는 다양한 개발 및 기술 관련 지식을 출판하고 있다.105 다음과 같은 책자들이 분야별로 

출판되었다.    

 물, 위생과 환경 : 효과적인 참여 교육 개발을 위한 10 가지 비결, 펌프와 페달 보급 과정에 

대한 국제 워크샵,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개발을 통한 평화와 안정, 태양열 식수 정화, 흙 

                                           
104  Photo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06.1394456265/skatactivity.2012-05-

08.4911669047 [Accessed 11 12 2016] Photo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
06.1394456265/skatactivity.2014-01-16.1942794450 [Accessed 11 12 2016] 
105   Skat Publications 2008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blockfile.2008-04-
10.1876857667/file [Accessed 11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06.1394456265/skatactivity.2012-05-08.4911669047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06.1394456265/skatactivity.2012-05-08.4911669047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06.1394456265/skatactivity.2014-01-16.1942794450
http://www.skat.ch/activities/prarticle.2012-02-06.1394456265/skatactivity.2014-01-16.1942794450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blockfile.2008-04-10.1876857667/file
http://www.skat.ch/publications/prarticleblockfile.2008-04-10.1876857667/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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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폐수 관리, 개발도상국 도시 위생환경 관리, 아프리데브 (Afridev) 

손펌프 설치와 유지, 부쉬 (Bush) 펌프 설명서.  

 폐기물 처리 : 개발도상국 고체 폐기물 관리에서 공공기관과 사기업 파트너쉽 증진, 도시 

빈민을 위한 고체 폐기물 수집, 아프리카 인구 고밀도 지역에서 유기폐기물 활용 방안.  

 지속가능한 건축 : 섬유 콘크리트 지붕 마케팅과 판매, 콘크리트 지붕 생산 메뉴얼, 기후를 

위한 건축, 저예산 건축과 소형기업개발,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  

 유동성과 운송  

 에너지  

 농업 : 낙타 젖의 속성, 참여적 확장, 농업의 대중화.  

 지식 경영 : 국제 네트워크와 지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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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dation Antenna  4.3

 

 

극심한 빈곤 퇴치를 위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고자 했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안테나 테크놀로지 

(Antenna Technologies) 협회가 창설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안테나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전해진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했던 주요 활동은 인도에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후 스피룰리나 보급, 전통 약초 연구,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 전파 등의 활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해왔다. 2010 년 제네바에서 공공목적의 비영리적 재단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30 

개국에서 60여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Foundation Antenna  

 스위스 비영리 자선 재단   

 웹사이트 : http://www.antenna.ch  

 창설 : 드니스 폰 데 베이드 (Denis von der Weid)가 1989 년 안테나 인터네셔널 

(Antenna Technologies) 협회 창설. 

 주소 : Avenue de la Grenade 24 1207 Genève Suisse 

 연락처 : +41 (0) 22 737 12 40 

 

http://www.kosen21.org/
http://www.anten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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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 안테나 활동 지역106 

 

 

Figure 2.72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와타107 

 

안테나에서 개발한 «와타 Wata» 는 깨끗한 식수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04 년 제네바 

발명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물에 활성 염소를 주입하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제거되고 재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간단하게 식수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정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활성 염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없었다. 안테나에서 제안한 기술은 

나트륨 차아염소산염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쉽게 활성 염소를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와타 기기를 

소금을 첨가한 물 (1 리터에 25 그램)에 꽃고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 분해가 시작되면서 활성 산소가 

                                           
106 Photo http://www.antenna.ch [Accessed 17 11 2016] 
107 Photo Gamme Wata http://www.antenna.ch/eau-hygiene/gamme-wata/ [Accessed 17 11 2016] 

http://www.antenna.ch/
http://www.antenna.ch/eau-hygiene/gamme-w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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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전기 분해는 사실 거의 200년 전 부터 사용된 활성 산소를 얻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기술 혁신은 쉽게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한 와타라는 장비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 안테나는 스위스 개발협조국 (Direction du Développement et de la Coopération 

Suisse, DDC), 네덜란드 기관 모두를 위한 물 (Aqua for All, http://aquaforall.org)과 함께 ‘안전한 

물 공급 2 차 계획’ (Scaling up Safe Water Phase 2)을 진행 중이다. 1 차 계획은 2010 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수질 개선 기술들이 소외된 계층에게 보급, 확산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다섯 개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공공 

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되었다. 2차 계획 역시 4년간 진행되며 총 예산은 약 

27 억원 (2,300,000 스위스 프랑)으로 1 백 80 만명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에서 염소나 세라믹 필터를 생산하여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수 공급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평가와 후속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안전한 식수를 위해 와타가 있다면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 우룩스, Oolux » 라는 제품이 

있다.108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싼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가난한 지역 사용자들을 위해 마이크로 파이낸스 방식으로 보급된다. 안테나 파운데이션이 스위스 

카리타스 협회 (Caritas Switzerland)와 베른 대학 응용 과학 학부와 같이 개발한 태양열 기술로 

만들어졌다.109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하면서 유기적인 제품 디자인을 

지향했다. 전력 박스는 열 시간이면 완전히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데, 충전된 전력은 램프를 32 시간 

동안 작동하거나, 10개 핸드폰을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량이다. 

                                           
108 Oolux http://www.oolux.org 
109 Caritas Switzerland https://www.caritas.ch/en/home/ 

http://www.kosen21.org/
http://www.oolux.org/
https://www.caritas.ch/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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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3 우룩스110 

우룩스 보급 방식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에너지원인 등유 (Kerosene) 사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 즉 우룩스로 사용으로 줄어드는 등유 구입비를 우룩스 구입에 지출하는 것이다. 

우룩스를 구입한 사람은 구입시 총 지불 계획을 세우고, 판매자는 돈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룩스 전력 박스를 활성화 한다. 지불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사용자는 기간제로 우룩스를 사용하게 

되며, 등유에서 태양열 에너지로 점차적인 에너지원 전환 기간을 거치게 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가능하고, 지불액 상환을 위해 사용자를 독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계 인구는 13억으로 이 중 3분의 1 정도가 한 달에 5,5에서 8,5 달러를 등유나 다른 화석 

연료 구입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금액으로 우룩스를 구입할 경우, 2년 내에 총 상환이 가능하고 이 

후에는 추가 지불 없이 우룩스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수치에 서 우룩스가 가져 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2.74 우룩스 지불 방식 

 

                                           
110 Photo Oolux http://www.antenna.ch/energie/comment-promouvoir-le-changement/  [Accessed 17 
11 2016] Photo http://www.antenna.ch/energie/projets/ [Accessed 09 12 2016] 

http://www.antenna.ch/energie/comment-promouvoir-le-changement/
http://www.antenna.ch/energie/pro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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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 안테나 파운데이션은 자회사인 녹색 코끼리 (Elephant Vert)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력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고 있다. 녹색 

코끼리 그룹은 안테나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농업 기업으로 바이오비료, 바이오살충제와 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지역 농민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역 농민이 지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 농업 폐기물에서 바이오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개발해 모로코와 

말리 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바이오 살충제는 농축된 병원성 균류를 파우더로 만든 것으로 

퓨퓨레오실리움 리라시넘 (Purpureocillium Lilacinum)과 트리코데르마 (Trichoderma)라는 두 

종류의 균류를 사용한다. 이러한 바이오 기술이 현지에 잘 자리잡도록 농업 전문가들이 기술과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현지 연구 개발 실험을 진행하는  « 플랜트 클리닉 Plant Clinic » 을 운영 중이다. 

플랜트 클리닉을 통해 2015년 1200명의 농부가 기술 훈련을 받았고 100개의 새로운 바이오 기술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Figure 2.75 아프리카에서 녹색 코끼리의 활동111 

  

                                           
111  Elephant vert Maroc http://www.elephant-vert.com/content/uploads/2015/08/Brochure-EV-
Francais.pdf    [Accessed 09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elephant-vert.com/content/uploads/2015/08/Brochure-EV-Francais.pdf
http://www.elephant-vert.com/content/uploads/2015/08/Brochure-EV-Francai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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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두라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전통을 융합하여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에코파크가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2ha (20,000 ㎡)에 달하는 면적에서 30 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안테나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여러 기술을 운영 중이다. 에코파크에서는 스피룰리나와 약초, 

영양학상으로 중요한 작물을 재배한다.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보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로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짤 

수 있는지 교육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데, 관상어 

사육으로 가정 수입을 증대하는 프로젝트와 지역 여성들이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Figure 2.76 마두라이 에코파크112 

   

안테나 파운데이션에서는 약초를 이용한 질병 치료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비싼 

제약 제품 보다는 약초를 이용한 치료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약초의 사용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싸고 안전한 질병 치료법을 개발 할 뿐 아니라, 지역 의학 

연구 역시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말라리에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조사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말라리아 환자의 사망을 막고, 감염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아동 사망의 20%가 말라리아로 인한 경우로, 통계에 의하면 매 30 초에 한 

아동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 말라리아와 관련하여 안테나에서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말라리아 합병증인 저혈당증이다. 말라리아 열로 인해 발생사는 저혈당증은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저혈당증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환자에게 설탕을 

투여하는 응급 처치로 혈당량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테나 파운데이션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 이 응급처치 방안을 홍보, 교육하고 있다. 안테나에서 진행하는 말라리아 관련 연구 개발 

                                           
112  Photo Antenna Microcredit http://www.antennamicrofinance.org/index.php?do=gallery [Accessed 
09 12 2016]  

http://www.antennamicrofinance.org/index.php?do=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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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멕시코 가시양귀비 (Argemone Mexicana)라는 식물을 이용한 것이다. 말리에서 말라리아 

환자들을 다루던 안테나 팀은 특정 식물들이 말라리아 치료에 꾸준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식물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했다. 안테나 팀은 여섯 종류의 식물을 선택하여 

스위스 열대 연구소 (Swiss Tropical Institute, STI, Basel)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 말라리아 

치료약 개발에 가장 기대되는 식물로 멕시코 가시양귀비를 꼽았다.  

 

Figure 2.77 말라리아에 효능을 보이는 두 가지 약초, 퀴닌과 가시양귀비113 

 

 

  

                                           
113  Seeds of a cure, Scientific American, June, 2014, pp65 (Argemone Mexicana) pp68 (Quinine 
obtained from the bark of the cinchona tree has been used to treat malaria for hundreds of years) 

http://www.antenna.ch/wp-content/uploads/2016/06/Scientific-American_June2014.pdf [Accessed 09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antenna.ch/wp-content/uploads/2016/06/Scientific-American_June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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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오스트리아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5.1

 

 

오스트리아 적정기술 협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협회는 비엔나 

공과대학에 자리잡고 있으며, 필리핀과 네팔에서 활동하는 회원까지 22 명 정도가 팀으로 일한다. 

팀원들은 새로운 방식의 기술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생태적 

영향에도 책임을 진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 개발부터 프로젝트 수립, 디자인, 

프로젝트 실행, 모니터링과 현지 구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협회가 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은 대학을 통해 학생과 연구 동료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서구 사회에도 시급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의 상황과 요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제품 

서비스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PSS), 깨끗한 생산과 에코 디자인이다.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오스트리아 협회  

 웹사이트 : http://www.grat.at/home_e.htm   

 창설 : 1986 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와 개발 모임으로 시작 

 주소 :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Wiedner Hauptstr.8-10, A-1040 Wien.  

 연락처 : +43 (0) 1 58801 49523 

 

http://www.grat.at/home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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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8 S-House114 

 

오스트리아 적정기술 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발명은  S-House 이다. 이 집은 재생가능한 

원자재로만 건설된 친환경 건물이다. 또한 내장재나 단열재로 화학 가공 물질, 금속 부품, 화석 연료 

가공 제품을 전혀 쓰지 않았다. 건물의 주요 재료로 쓰인 나무와 짚은 다양한 실험을 거쳐 화재 

테스트와 단열성 테스트에 통과했다. 구체적인 건물 건설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주요 벽면은 나무 

판과 압축된 밀짚으로 구성되었다. 건물 전체가 밀짚으로 둘러싸여 단열도가 높은 편이다. 건축에 광물 

자재가 사용되지 않아 건물 내부에 차갑고 습한 공기가 고이는 일이 거의 없다.  지붕은 나무와 짚에 

고무막을 더했다. 건물의 북쪽 벽에은 코르크, 삼, 아마를 추가한 단열재료를 추가했다.  

 

 

Figure 2.79 S-House 건축 과정115  

  

                                           
114 Photo http://www.s-house.at/BSs-house.htm [Accessed 12 12 2016]  
115  Photo « S-House : innovative utilisation of raw materials as in the example of an office and 

exhibition building for the project ‘building of tomorrow’ » http://www.s-house.at/FF3-
05_engl_Ausf.pdf [Accessed 12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s-house.at/BSs-house.htm
http://www.s-house.at/FF3-05_engl_Ausf.pdf
http://www.s-house.at/FF3-05_engl_Au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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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rnarbeit (GIZ) GmbH 5.2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rnarbeit (GIZ), 즉 독일국제협력회사는 독일 

연방 정부의 경제협력개발부와 금융부의 감독을 받는다. 국제 개발과 협력에 관련된 세 기관의 

합병으로 2011년 출범했다. 독일 정부 부처의 개발, 협력 사업은 물론 유럽 연합, 세계은행,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기업과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 

 

 국제 협력을 위한 독일연방정부 소유 회사 

 웹사이트 : https://www.giz.de/de/html/index.html  

 창설 : 2011 년 독일개발원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German 

Development Service), 독일기술협력기업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국제능력형성연구소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GmbH) 세 기관이 합병하여 개설.   

 주소 : Friedrich-Ebert-Allee36+40, 53113 Bonn, Dag-Hammarskjöld-Weg 1-5 

65760 Eschborn.  

 연락처 : +49 228 44 60-0, +49 6196 79-0.  

info@giz.de   

 

https://www.giz.de/de/html/index.html
mailto:info@gi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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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0 독일국제협력회사 조직도116 

 

Figure 2.81 각 영역 별 프로젝트 개수와 수수료 비율117 

                                           
116  Photo GIZ,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unternehmensorganigramm-en.pdf  
[Accessed 18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unternehmensorganigramm-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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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제협력회사의 활동 키워드는 고객과 지역민의 능력 형성이다. 사람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고객을 돕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법률 개정과 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개인과 조직, 사회 기관 등의 행위자 각각이 새로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변화를 위한 동력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컨설팅 제공 분야는 아주 다양하다. 지역 개발,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건설, 보안, 재건설과 평화, 

사회적 개발,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환경과 기후변화, 경제적 개발과 고용창출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기후변화 영역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역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공동 프로젝트 

구상과 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교육한다. 두 번째로 지역의 주요 정치 경제 체계에 주요 환경 문제가 

주요 문제로 인식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국제 환경 협약과 새로운 재원이 지역 수준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환경 쟁점과 관련된 계획 구상과 

실질적인 조직 구성 지원, 국제 환경 협약 실현을 위한 지역 정책과 전략 구상, 사기업과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이해 당사자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조직, 기후변화, 효율적인 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한 전문적 정책 자문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자문 활동의 실례를 살펴보자. 동남아시아에서 삼림 벌채는 기후 변화와 생명 다양성에 큰 

영향을 준다. 지역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의 열 개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형성하였다. 발족 후 협회가 당면한 과제는 

지역 수준에서 숲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관련 부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독일국제협력회사는 기술 협력과 삼림고위관리위 (Senior 

Officials on Forestry)에 자문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활동 조율과 지식관리를 지원한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각 정부의 삼림청은 지역에 적합한 규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차후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을 

만들었다. 또한 지역 지식 네트워크와 교육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있다.  

  

                                                                                                                                    
117 Photo, GIZ https://www.giz.de/projektdaten/index.action?request_locale=en_EN [Accessed 18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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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thungerhilfe  5.3

 

Welthungerhilfe 세계기아원조는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비정부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62년 

독일연방정부 대통령이 창설한 “독일기근대항위원회”가 전신이다. 1960 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를 

지위하던 비나이 란젠 센 (Binay Ranjan Sen)이  기근과 가난에 맞써 싸우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독일 대통령이 기아로 고통받는 지역을 돕기 위한 독일 기관을 

만들었고, 1967 년 세계기아원조로 개명한 후에도 현재까지 독일대통령이 기관의 공식 후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 독일 경제협력과 개발부와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 (World Food 

Programme, WFP)에서 대부분의 지원금을 후원한다. 2015 년 한해에만  40 여개 국가에서 7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Welthungerhilfe 

 독일 비정부 원조 기관 

 웹사이트 : http://www.welthungerhilfe.de/home.html  

 창설 : 1962 년 독일연방정부 대통령 하인리히 뤼브케 (Heinrick Lübke)가 « 독일 

기근대항위원회 (German Commission for the Fight Against Hunger) » 창립.    

 주소 : Friedrich-Ebert Str. 1 D-53173 Bonn. Reinhardtstr. 18. D-10117 Berlin  

 연락처 : +49 (0) 228-2288 0, +49 (0) 30-288 749 11  

info@welthungerhilfe.de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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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 세계기아원조 활동지역118 

세계적으로 7 억 9 천 5 백만 명, 세계 인구의 10 %가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 

10 초에 한 명의 아이가 영양부족으로 사망한다. 기아의 종류로는 장기적인 영양 실조와 예외적인 

재난으로 발생하는 기근을 구분지을 수 있다. 자연재해는 물론, 간접적으로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도 심각한 기근을 불러온다. 장기적인 영양 실조는 극심한 기근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지만, 통계상으로는 세계 인구의 9%가 영양실조 상태이다. 부족한 영양소 

종류로 기근을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아동 성장 장애는 물론 사망 

확률도 높아진다. 세계기아원조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세계적인 기아 

감소를 위해 활동한다.   

국제식품정책연구센터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는 국제기아지수 

(Global Hunger Index, GHI)를 개발해서 2006 년부터 세계기아원조와 같이 출판하고 있다. 119 

국제기아지수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먼저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 인구의 비율을 

고려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섯 살 미만 영아의 건강과 관련된 지표이다. 극성 영양 불량이라고도 

불리는 소모성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앓는 영아의 비율과 이 나이 영야들의 사망율이 기아지수에 

반영된다. 다음은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전세계 7개 국가의 변화를 보여준다.  

                                           
118 사진 출처 Welthungerhilfe http://www.welthungerhilfe.de/en/annual-report.html [Accessed 18 12 

2016] 
119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Global Hunger Index 
http://www.ifpri.org/topic/global-hunge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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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3 1992 년 부터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전 세계 일곱 국가. (CAR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120 

                                           
120  사진 출처 Welthungerhilfe : Global hunger index 2016, 

http://www.welthungerhilfe.de/en/globalhungerindex2016.html [Accessed 18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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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4 엘니뇨로 발생한 피해와 세계기아원조의 활동121 

세계기아원조 활동의 한 가지 예로 엘니뇨 (El Niño) 대응 활동을 살펴보자. 엘니뇨는 매 2 년에서 

7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기후 현상이다. 유엔은 2015년-2016년 엘니뇨가 최악의 엘니뇨 3위 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이상 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남아메리카에는 집중 호우가 내렸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말라위, 모잠비크는 가뭄을 겪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4 천 만명 정도가 농식물과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 천 3 백만명 정도가 인도주의 원조에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디오피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천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3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가뭄으로 가축이 죽고 농작물이 

말라서 가뭄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이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기아원조는 물을 얻기 위해 샘을 

파고, 지역 관개 계획을 수립했다. 비슷하게 가뭄을 겪은 말라위에서는 학교를 통해 가뭄 기간 동안 

생수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짐바브웨에서는 가뭄 후 우기 동안 홍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댐을 쌓고 관개 시설을 최대한 정비하고 있다.  

 

                                           
121  사진 출처 Welthungerhilfe, El Niñobrings extreme weather phenomena 

http://www.welthungerhilfe.de/en/el-nino-climate.html [Accessed 18 12 2016]  

http://www.welthungerhilfe.de/en/el-nino-clim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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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의 이해 

1.1 아프리카의 역사 

전세계의 지도를 평면도로 살펴보면, 지구의 평면투사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일 수가 있다. (Figure 3.1 참조). 

 

Figure 3.1 World Map122  

그러나, 아프리카는 3 천만 평방킬로미터 (30,370,000 km2) 의 면적을 보유한 대륙으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대륙 (43,820,000 km2) 보다는 작지만, 다른 모든 대륙들 보다도 큰 지구상의 

거대한 육지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여 서유럽 주요국가들과 동유럽의 나라들까지 

함께 합한 크기이다. (Figure 3.2 참조) 

이 커다란 대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억명, 이들이 54개의 독립국가를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다. 

                                           
122 사진 출처, VectorWorldMap, “VectorWorldMap,” 2009. Available: http://www.vectorworldmap.com/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vectorworld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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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전체 육지의 5 분의 1 을 차지하는 커다란 지역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전세계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노력들을 정리하고자 시작한 본 보고서에서는 

동반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반자의 대상으로서 아프리카의 역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Figure 3.2 True Size of Africa compared to other big countries123 

                                           
123  그림 출처 K. Krause, “Wikimedia Commons,” Wikimedia, Availabl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rue_size_of_Africa.jpg. [Accessed 1 11 2016].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rue_size_of_Afric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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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탄생 및 전파 1.1.1

최근의 생물학적 연구 (Genographic Project [3], Figure 3.3 참조)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13만년전에서 20만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전세계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진다.  

 

 

Figure 3.3 Human migration map from Genographic Project124  

                                           
124  그림 출처 IBM, “The mapping of humanity's family tree,” Available: http://www-

03.ibm.com/ibm/history/ibm100/us/en/icons/mappinghumanity/breakthroughs/ .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03.ibm.com/ibm/history/ibm100/us/en/icons/mappinghumanity/breakthroughs/
http://www-03.ibm.com/ibm/history/ibm100/us/en/icons/mappinghumanity/breakthr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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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arly Human Migration125   

 

따라서, 고대 아프리카의 역사는 크게 보자면, 인류의 역사이며,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는 인류기원의 연구를 참조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나 오래된 역사는, 유럽과 아시아가 중심이 된 세계사의 기술 관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배재되어 왔고, 역사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 역시, 재원과 연구인력의 부족, 그리고, 

지난 수백여년간의 정치적인 수난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서구문명이 주도하는 세계사 속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고 주목받는 부분은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이집트의 문명이지만, 이러한 이집트 역사 책에서는 이집트 남부 지역의 누비아 문명과 교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126  

                                           
125  그림 출처 N. Wade, “New Age Center,”: www.awarenesscenters.com/NAU/genetics_track.htm 

http://www.awarenesscenters.com/NAU/genetics_trac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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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re-colonial civilizations in Africa127  

 

그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15 세기 이전까지 다양한 문명을 발전시켜 살아왔으나, 앞서 밝혀진 이집트 

및 남부 수단과의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서양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연구한 내용이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아프리카의 역사는 유럽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15세기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126 L. v. Dijk, Die Geschichte Afrikas,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GmbH, 2004.  
127 Wikipedia, “History of Africa,”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Africa.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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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세기 이후 유럽의 아프리카 노예무역 1.1.2

1415 년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무역을 시작하였다. 중국 역시 이 당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역선을 통하여 교역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명나라의 

무역선들은 그 당시 명나라의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왕조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 당시, 나름 문명적으로 발전되어 있던 아프리카의 해안가 지역들은 독자적인 농토의 관계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였고, 포르투갈의 무역선들은 이들과의 무역/물물교환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유럽의 주요 강국들에 의하여 대규모 아메리카 수탈작업이 시작되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에 의하여 서쪽으로 밀려나야 하였으나, 이 중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인디언들 

보다는 유럽에서 건너온 풍토병에 죽은 인디언들이 훨씬 많았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대규모 농장을 차리기 시작하였으나, 현지에서 잡아들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노예로 쓰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자주 아프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아메리카의 노예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Figure 3.7 참조) 

이후, 500여년간의 노예사냥과 무역을 통하여 약 1200 만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3.7 참조) 

이러한 환경에서, 노예 사냥이 없어진 것은 유럽사람들과 새로 독립한 미국등 남북 아메리카의 

지배계급이 인간적인 도덕성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더이상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노예일손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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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Slavery Regions for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128  

 

Figure 3.7 African Slaves Transportation Route129  

                                           
128  About.com,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Available: 

http://www.webcitation.org/getfile?fileid=501fa872ad9ba48cc6ce7e3d413c0aa2599582c7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webcitation.org/getfile?fileid=501fa872ad9ba48cc6ce7e3d413c0aa259958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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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년에 네델란드가 노예무역을 불법으로처리하고, 1831 년에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시켰다. 1833년, 영국이 동인도회사 관할 지역과 스리랑카 세인트헬레나 섬 등을 제외한 

대영제국 내부에서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표하고 (Slavery Abolition Act 1833), 

1843년에 기존의 예외지역에서도 무역을 금지시킨다. 

이후, 1850 년대에 남미의 여러나라들이 노예제도를 불법으로 처리하였으며, 1863 년 대규모 노예 

수입국이던 미국이 남북전쟁 후,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다른 서양나라들도 점진적으로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게 된다. 

 

 19 세기의 식민지 시대 1.1.3

19 세기 이전까지, 노예 사냥과 유럽인들의 착취는 그래도 아프리카의 해안가 지역에서만 발생을 

하였다. 이 이전에는 말라리아 등과 같은 아프리카의 풍토병 덕분에 유럽의 군대나 침략자들이 

아프리카의 내륙으로 깊숙히 침투해 들어가서 오랜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노예제도가 불법이 되고, 노예무역이 수그러 들었지만, 19 세기 이후, 서양의학의 발달로 

아프리카는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즉, 유럽에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약들이 

고안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말라리아 약 키니네의 개발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내부지역을 공략하여 

식민지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서유럽 열강들은 그 때까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들과의 상의도 없이 식민지들을 결정하였으며, 서로 간의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심해지자, 1884 년, 그당시 독일 수상이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베를린에서 West Africa 

Conference를 열고, 각자 점유하는 식민지 땅의 지도를 확정하게 된다.130 (Figure 3.8 참조) 

                                                                                                                                    
129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Atlantic Slave Trade,”  Available: 
http://exploringafrica.matrix.msu.edu/the-atlantic-slave-trade-engage/  [Accessed 1 11 2016]. 
130  Wikipedia, “Berlin Conference,”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Berlin_Conference  
[Accessed 1 11 2016]. 

http://exploringafrica.matrix.msu.edu/the-atlantic-slave-trade-engage/
https://en.wikipedia.org/wiki/Berlin_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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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African Colonial Map (1880 – 1914)131  

이러한 지도상의 영토분할은 식민지를 통치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편의상 지도구분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1869년에 프랑스 인들에 의하여 완성된 수에즈 운하를 통하여 영국의 인도 통치 

무역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된 영국의 힘으로 이집트와 수단 지역이 점령되었다. 

프랑스는 1830 년에 알제리의 해적들을 공격한다는 빌미로 북아프리카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으며, 1880 년대에 들어서는 전체 알제리를 점령하고, 1882 년에는 튀니지를 점령하여 

이태리가 북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131  Mount Holyoke College, “Coming of the Europeans,” Available: 
http://www.mtholyoke.edu/~chigw20l/classweb/Worldpolitics/page%201.html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mtholyoke.edu/~chigw20l/classweb/Worldpolitics/page%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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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olonial Africa 1913 Map compared to today’s borders132  

  

                                           
132  Wikipedia, “Colonial Africa 1913 Map,”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File:Colonial_Africa_1913_map.svg  [Accessed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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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세기, 독립과 내전 1.1.4

이러한 식민지 개척과 식민 지배 상태는 200여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들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로부터도 전쟁물자 및 군인들의 제공에 대한 착취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 지배상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유럽국가들이 식민지를 경영하며 얻을 수 

있는 착취의 결과에 비하여, 이에 투자하여야 하는 노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에, 상황이 반전되었다.  

1960년대에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지역들이 대거 독립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어진 영토선은, 앞에서 

서양열강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에 추가하여 직선들이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졌다. 비록 사하라 

사막지역이기는 하나, 지형적인 현실과 현지 부족들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영토선을 갖게 되었으며,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지속된 영국령 식민지들의 독립 역시, 서로 다른 부족들의 환경과 습관들을 

무시한 채 독립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종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되는 다양한 종족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구성하게 되어 21세기 현재까지 무력충돌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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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Independence of African Countries133  

최근까지 문제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들만을 나열하더라도, 족히 여러페이지의 

보고서가 될 것이며, 1980년대 이후에 28개의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이 내전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내전 중이다. 

예를 들어, 앙골라는 1975 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위하여 앙골라 내부에서는 

친소련 진영인 공산주의 성향의 앙골라 해방인민운동 (MPLA)와 자본주의, 민족주의파인 앙골라 

해방민족 전선 (FNLA) 진영, 그리고 앙골라 완전독립 민족동명 (UNITA) 의 3개 조직이 대 포르투갈 

무장 투쟁을 전개해 왔었다.  

                                           
133  A. Shah, “Conflicts in Africa - Introduction,” Global Issues, Available: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84/conflicts-in-africa-introduction  [Accessed 1 11 2016].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84/conflicts-in-africa-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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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월에 포르투갈과 독립협정을 체결하여 임시정부를 발족시켰지만, 3월부터 MPLA와 FNLA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8월부터는 MPLA대 FNLA+UNITA 연합세력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내전에 소련, 동유럽 등이 MPLA를 지원하고, 미국, 중국 등이 연합군들을 지원하였기에, 1976년에 

첫번째 내전을 끝내면서 MPLA 가 세운 앙골라 인민공화국이 정통성을 인정받았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 남아공 등이 추가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2008년에 

총선의 결과를 반군세력이 받아들이면서 내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디만, 25 년이 넘는 내전으로, 

5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3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피난을 떠났다. 

1962 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르완다는 식민시절 독일과 벨기에의 지배를 받았었다. 1884 년 

베를린 회의에 따라서 처음 르완다를 점령한 독일은 현지에서 더 많은 숫자를 지닌 후투족들보다 

숫자가 적은 투치족을 우대하여 현지 지배계급으로 사용하는 부족분할 지배정책을 사용하였으며, 

1차세계대전 중에 통치권을 이양받은 벨기에는 독일의 지배장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라서 투치족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면서 후투족의 

소외감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종족우대 정책은 독립 이후에도 이어져서 두 부족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이는 독립된 르완다의 정치세력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 두 부족간의 쿠테타와 내전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1994 년 4 월 7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약 100 일에 걸친 기간동안 후투족이 중심이 된 

혁명세력이 투치족들을 몰살시키려는 인종말살행동을 일으켰으며, 이 기간동안 110 만명이 넘는 

투치족들이 살해당했다.  

이 때에 인종학살에 가담하였던 후투족들은 이 기간이 지나서 UN 의 개입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학살을 멈춘 뒤, 국제사법부의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넘어간 자이레에서 

이들과 합심한 연합세력에 의하여 2차 콩고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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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Cinema on the Rewanda Genocide 1994 

 

196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시에라 리온 역시 독재정권과 군부세력의 갈등에 추가하여 이나라의 

풍부한 다이아몬드 광산과 지하자원의 잇권을 노린 여러 나라들의 개입으로  쿠테타와 정권침탈을 

반복한 뒤에 1991년부터 10여년 간 내전을 겪게 된다. 

그 밖에, 우간다 내전, 수단 다르푸르 내전, 소말리아 분쟁,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국경분쟁, 

나이지리아 내전, 콩고분쟁, 등이 1960년대 이후 50여년을 거쳐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과 쿠테타, 영토분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지역을 탈출하여야 하는 많은 난민들이 최근 시리아의 

난민들과 함께 유럽으로 유입되어 유럽연합의 설립모태가 되었던 자유왕래의 원칙을 깨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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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원조 상황 International Aids for Africa 1.2

 Evolution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2.1

OECD 가 발간한 2012 년 국제 원조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의 OECD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원조는 60 년대의 400 억 달러에서 2010 년대의 1200 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Figure 3.12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1960 – 2011134 

 

2014 년의 경우, 전체 ODA 투자금액 161 Billion USD 중에서 54 Billion USD (33.6%) 가 

아프리카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비슷한 금액이 투자된 아시아와 함께 3분의 1일 씩을 

차지한다.135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34  Master of Finance, “Africa From Top To Bottom,” Available: http://www.master-of-
finance.org/africa-economy/  [Accessed 1 11 2016]. 

Total ODA 
 (left scale) 

ODA/GNI 
 (righ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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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ODA to Africa until 2011136 

 

Figure 3.14 Net ODA destination for each region137 

                                                                                                                                    
135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 Available: http://www.un.org/millenniumgoals/  
[Accessed 1 11 2016].  United Nations, “The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136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 Available: http://www.un.org/millenniumgoals/  
[Accessed 1 11 2016]. 

http://www.un.org/millenniumgoals/
http://www.un.org/millennium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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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Africa’s dependence on aid138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더디게 보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2008년의 통계 (Figure 3.15 참조) 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예산에서 대외원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외 원조가 없이는 정부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37 United Nations, “The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138 The Guardian, “What ha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hieved?,” The Guardian, 6 7 2015. 

[Online]. Availabl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l/06/what-
millennium-development-goals-achieved-mdgs  [Accessed 1 11 2016]. 

http://www.kosen21.org/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l/06/what-millennium-development-goals-achieved-mdgs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l/06/what-millennium-development-goals-achieved-m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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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난 노예무역을 통한 수탈의 시대를 수백여년간 겪은 뒤, 다시 200년 가까운 

식민 통치 시대가 문제이었을까? 아니면, 독립 이후에 지난 60여년간 겪어온 내전과 종족간의 분쟁 

등이 문제가 되었을까? 

또는, 몇몇 아프리카 원조에 관련된 자료들에서 보이듯이, 원조를 주는 기관들이 이전의 식민지배 

시대의 지배자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의 숫자가 식민통치 시대보다 훨씬 많은 관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조금액의 집행과 집중 투자가 어려워졌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139  

 

Figure 3.16 African GNI per country (~1980)140  

 

                                           
139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2015.  
140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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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African GNI per country (~2012)141 

  

                                           
141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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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ican GNI per country 1.2.2

Figure 3.16 과 Figure 3.17 에서 보듯이, 월드뱅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0 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실질 소득 GNI를 비교해보자.  

1974년에 가장 소득이 높았던 나라는 가봉,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 아이보리코스트, 자이레 

(지금의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보츠와나 의 순서이다. 그 당시, 남한은 가봉,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등보다도 실질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였다. 

그 뒤로 40 여년이 지난 후, 2012 년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실질소득 곡선을 뒤이어 남한이 

따라가며, 이보다 한참 밑으로 적도상 기니아와 가봉, 모리셔스 섬, 남 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보츠와나 등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2000 년대 이후, 아프리카에서 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발전을 

선도해가는 나라들은 남부 바닷가 지역, 또는 섬나라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 이와 대비되어, 현재까지 

국가 발전이 가장 더딘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내륙국이거나, 지난 수십년간 내전과 쿠데타 등으로 

내홍을 많이 겪은 나라들이 리스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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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Africa From Top To Bottom – Top 5 countries142  

 

                                           
142  Master of Finance, “Africa From Top To Bottom,” Available: http://www.master-of-
finance.org/africa-economy/. [Accessed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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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Africa From Top To Bottom – Bottom 5 countries143  

 

 

                                           
143  Master of Finance, “Africa From Top To Bottom,” Available: http://www.master-of-
finance.org/africa-economy/. [Accessed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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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 1.2.3

이렇게, 2000 년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교육수준, 삶의 질이 개선되는 

느낌이 적자, UN 이 주도하여, 전세계의 189 개국과 23 개의 국제기구들이 모두 모여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을 선언하고, 모든 나라들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 MDG 는 8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저개발”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의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2015년까지 8개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였다.144 즉, 

1. 빈곤을 퇴치하고 

2. 모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3.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신장하고, 

4. 어린이 사망유를 낮추고, 

5. 산모의 건강개선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하고, 

7.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며, 

8. 국제적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쉽을 발굴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OECD 의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GNI 국민 총생산액의 0.7%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ODA 지원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14년의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였을 경우 총 지원액이 326 Billion USD 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135 

Billion USD로서 전체 회원국의 0.41% 만이 지원되었었다.145 (Figure 3.21 참조) 이는 또한 MDG의 

마지막 목표인 국제적인 동반성장 파트너쉽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각 8개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살펴보자. 

  

                                           
144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  Available: http://www.un.org/millenniumgoals/. 

[Accessed 1 11 2016]. 
145 United Nations, “The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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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Goal MDG Achievement 

 

Since 1990,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has declined by 

more than half. 

 

 

The primary school enrolment rate in the developing regions has reached 91 

percent, and many more girls are now in school compared to 1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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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Goal MDG Achievement 

 

Gender parity in primary school has been achieved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has declined by more than half, and maternal 

mortality is down 45 percent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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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Goal MDG Achievement 

 

The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people in the developing regions has 

fallen by almost half. 

 

 

Over 6.2 million malaria deaths have been averted between 2000 and 2015. 

New HIV infections fell by approximately 40 percent between 2000 a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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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Goal MDG Achievement 

 

The target of halving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lack access to improved 

sources of water was also met 

 

 

On-going… 

 

Figure 3.20 MDG Achievements Summary146  

 

                                           
146 The Guardian, “What ha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hieved?,” The Guardian, 6 7 2015. 
Availabl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datablog/2015/jul/06/what-millennium-

development-goals-achieved-mdgs. [Accessed 1 11 2016].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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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MDG-8 목표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들에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 GNI 0.7%의 목표에 비하여 0.2%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는 물론, 

상위 5 개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을 제외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회원국들이 더 많다. 그래도,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을 포함하는 

북미 및 일본, 한국의 전세계 동반성장에 대한 동참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Figure 3.21 ODA of DAC members, 2000 and 2014 147 

                                           
147 United Nations, “MDG 8 Taking Stoc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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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는 지난 15 년간 진행되어온 MDG 프로그램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이 

2016년부터 17개의 목표를 설정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gure 3.22 SDGs 17 objectives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48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48 Acknowledging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primar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forum for negotiat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http://www.kosen21.org/


유럽에서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 

15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히나, 이들 SDG의 목표들은 단순히 개별 개도국들의 발전에 전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추가하여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149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가? 1.2.4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개발 도상국들에게 앞서 예시된 MDG 와 SDG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각종 원조/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해마다 120 

Billion USD가 넘어간다는 부분은 앞서 통계에서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여도,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 것일까? 

                                           
149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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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USAID to Africa vs. South Korea150  

 

Figure 3.23 에서 한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1946년부터 1975년까지 30년동안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한국에 원조한 총 지원금은 2011년 미화가치로 따졌을 경우 69 Billion USD에 다다른다. 

 

                                           
150 USAID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s,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Greenbook),” USAI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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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한국은 그저 30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아주 작은 그리고 못사는 나라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아프리카의 가봉, 잠비아, 짐바브웨 보다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였다. 

이러한 기간동안, 50 개 국가를 포함하는 2 억이 넘는 인구를 포함하는 대륙에 지원한 금액보다 

1.5배가 많은 금액을 미국이 남한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실제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가장 큰 원조 대상국은 이집트이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111 Billion USD 에 이른다. 

모든 지원금을 다 더하는 경우, 2011년 현재까지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192 Billion USD, 이집트 118 BUSD, 베트남 116 BUSD, 한국 76 BUSD,그리고 마샬플랜에 따른 

영국 70 BUSD가 된다. [20] 

 

Figure 3.24 Estimates of  World Population per Regions151  

 

                                           
151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14 8 2007. Availabl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rld_population_ (UN).svg. [Accessed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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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와의 동반성장 1.2.5

아프리카는 지난 1990 년대 중반에 유럽의 인구를 앞질렀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평균인구에 가장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며, 중국과 인도와 함께 10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비록, 현재까지는 잦은 내전과 쿠데타, 장기독재,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회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현지인들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리가 동반성장의 촛점을 맞추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삼아야 할 곳은, 바로 아프리카와 같이 

잠재력이 높으며,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현지인들의 의지가 투철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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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교육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넬슨 만델라 

 

 

교육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절대 빈곤층에게 교육은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대물림된 

빈곤을 탈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회이다. 오늘날 절대빈곤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약 7.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2 이 중 절반 이상인 4 억 인구가 사하라 이남에 거주한다. 특히 18 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절대빈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빈곤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절대빈곤 인구의 대다수가 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을 탈출하기란 여전히 요원함을 알 수 있다.  

 

                                           
152 2013 년 절대 빈곤 기준은 하루 수입 1.9 달러 이하이다. 세계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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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최근의 국가별 빈곤 수치153  

 

                                           
153  The World Bank : Poverty & Equity http://povertydata.worldbank.org/poverty/region/SSA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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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 교육 현황154 

 

절대빈곤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을 바꾸는 일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사회적 진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결정하는 STEM (Science, Technology and Mathematics, 

Education) 교육은 학생 개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154 Transparency International « Africa Education Watch » pp.6 http://image.guardian.co.uk/sys-
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Accessed 15 12 2016].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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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교육 현황 2.1

“두 가지 교육 위기가 아프리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취학 연령대의 수백만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학교에 다니는 수백만 어린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 African Progress Panel, 2012년 연례보고서 

 

 

Figure 3.26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 교육 현황155 

                                           
155

Transparency International « Africa Education Watch » pp7. http://image.guardian.co.uk/sys-

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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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는 언어, 면적, 경제규모, 인구,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가 50 개가 넘게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교육 상황에서의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라는 단어로 50개 국가의 

다양한 조건을 한데 묶어 논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교육을 둘러싼 비슷한 조건, 또 그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슷한 이슈들을 공유한다. 따라서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의 교육을 논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Figure 3.27  아프리카 목축민의 교육 현황156 

 

                                           
156 Africa Progress Report 2012 « Jobs, justice and Equity : seizing opportunities in times of global 

change » pp.78 http://app-cdn.acwupload.co.uk/wp-
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Accessed 15 12 2016].  

http://app-cdn.acwupload.co.uk/wp-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http://app-cdn.acwupload.co.uk/wp-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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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2000년에 합의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는 8개의 주요 

과제 중 두 번째는 전면적인 초등교육 실시이다. MDGs의 목표 시한인 2015년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진학률 비율은 91퍼센트로 2000년 당시의 83퍼센트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15 세에서 24 세 사이)의 문자해독률은 1990 년 당시의 

83퍼센트에서 2015년 현재 91%까지 증가했다. 문자해독률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역은 아랍 

지역 (1990년 74% -> 2013년 90%)과 서남 아시아 지역 (1990년 60% ->2013년 84%)이다. 

초등교육 진학률과 문자해독률로 볼 때, MDGs 의 두 번째 목표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5 천 7 백만 명의 취학 연령대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들에 비해 학교에 다니지 못할 가능성이 4배나 된다. 

내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비율은 1999년 36퍼센트에서 

2012 년 현재 30 퍼센트까지 감소했다. 학교에다니더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매우 많다.  

 

 

Figure 3.28  자녀 학교에 대한 재정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는 부모의 비율15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초등교육 진학률은 2000 년 당시 60 퍼센트에서 

2009년 기준 76퍼센트까지 증가했다. 큰 개선이기는 하나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진학률이다. 

                                           
157 Transparency International « Africa Education Watch » pp 11. http://image.guardian.co.uk/sys-
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10/02/23/AfricaEducationWat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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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자해독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아, 니제르, 남부 

수단 등에서는 읽고 쓸 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40 퍼센트 미만이다. 158  미취학 어린이는 3 천 

8백만명에 달한다. 그에 더해, 1천 2백만명의 어린이들이 높은 교육비, 낮은 교육의 질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159 중등교육 진학률은 2000 년 24%에 비해 10% 증가해 2009 년 

현재 34%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진학률과 취학률 재고는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잠비아 (Zambia)는 90 퍼센트가 넘은 초등교육 

취학률을 보이며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로 꼽히곤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간단한 읽기와 쓰기, 계산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학교교육의 

실패 사례는 잠비아에서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은 평균 GDP 의 5 퍼센트 이상을 교육 부문에 지출한다.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아직 많이 미흡해보인다. 

 

                                           
158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dult and Youth Literacy”, available at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fs26-2013-literacy-en.pdf, September 2013. 
159

  African Progress Panel,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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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2003 년 나이지리아 교육 불평등 분석160 

 

 아프리카 과학기술 교육의 현장, 이슈들 2.2

아프리카에서의 교육 일반의 문제를 지적하는 다수의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현장에서도 발견된다. 크게는 

교사의 질과 물리적 인프라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교원의 질은 다시 초,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초 

교육, 그리고 엘리트 교육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초등 중등 교사의 실력이 낮다.  

                                           
160  Africa Progress Report 2012 « Jobs, justice and Equity : seizing opportunities in times of global 

change » pp.76 http://app-cdn.acwupload.co.uk/wp-
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app-cdn.acwupload.co.uk/wp-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http://app-cdn.acwupload.co.uk/wp-content/uploads/2013/08/2012_APR_Jobs_Justices_and_Equity_ENG_L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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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수,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수학자/과학자들의 수가 너무 적다. 자격을 갖춘 교사/교수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발맞출 수 있는 차세대 교원을 양성하기 어렵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낡았다. 기본적인 실험장비는 물론, 교과서나 

참고 도서 등도 갖추지 못한 채 수업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Figure 3.30 케냐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161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초, 중등 STEM 교육의 수준은 매우 낮다. 교사의 수준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교 최고 학년의 학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의 교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사의 STEM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낡은 교수법을 고수하는 등의 상황은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망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초, 

중등교육에서 STEM 교육은 주로 ‘공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대로 배우는 경우는 드물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주입식 교육, 사실과 공식은 단순한 

나열 등을 STEM 교육이라고 믿고 있다. 학생들의 경험과 배경지식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과학 지식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정도의 단순한 응용조차 현지 교실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학에 흥미를 잃고 과학기술을 장래 전공분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 

                                           
161 Centre for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Africa (CEMASTEA) « 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 of Teachers in Africa (ICADETA) »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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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특히 교사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교사의 월급이 낮아 고급 인력을 유인하는데 

실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족한 월급으로 인해 실력있는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거나, 다른 

일자리로 금방 이동한다. 많은 교사들이 둘 이상의 학교, 혹은 사기업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조건은 교사 자신들도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상황도 흔하다. 즉, 

구조적으로 실력 있는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Figure 3.31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수학 과학 교육 순위162 

 

                                           
162  Mybroadband : South african mathematics, science education ranked worst in the world 

https://mybroadband.co.za/news/government/124024-south-african-mathematics-science-education-
ranked-worst-in-the-world.html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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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한 해 교육체계를 떠나는 교사의 비율163 

 

교육의 질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보편 초등 교육을 요구하는 법이 최근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교실의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사의 수와 교실/학교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의 학생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은 더욱 

제한적이고 단조로워진다. 문제풀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등, 학생의 

이해 정도에 맞춘 교육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결과는 그대로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다수의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 중등학교 

학령대의 청소년 중 실제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 통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국가들 중 중등학교 입학률이 50%를 웃도는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두 곳에 

불과하다.164 

 

                                           
163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School and teaching resources in Sub-Saharan Africa : analysis 

of the 2011 UIS regional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 pp. 10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b9-regional-education-africa-2012-en-v5.pdf [Accessed 15 
12 2016]. 
164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 Commission for Developing Countries, “Mathematics in Afric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b9-regional-education-africa-2012-en-v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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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교과서 한 권 당 학생 수165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현재 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 경우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과학자들의 수 자체가 매우 작다. 수학 분야를 

예로 들면, 2009년 사하라 이남 전역에서 수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수는 약 천 여 명 정도 추산된다. 

수학 분야 연구출간물 현황을 보면, 전세계 논문출판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로 지극히 낮다. 그나마 대부분의 출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166 이러한 상황은 수학만이 아닌 전 STEM 분야에 

걸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유하는 현실이다. 간혹 

                                           
165 그림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School and teaching resources in Sub-Saharan Africa : 

analysis of the 2011 UIS regional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 pp.6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b9-regional-education-africa-2012-en-v5.pdf [Accessed 15 
12 2016].  
166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 Commission for Developing Countries, “Mathematics in Afric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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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학해 학위를 취득한 소수의 유망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기보다는 해외에서 경력을 

이어가기를 선호한다. 

인프라의 부족 역시 교육의 질을 재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프라는 학교 건물만이 아니라, 교실 

확보율, 칠판 책상 도서관등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들, 교과서 공책 참고도서 등의 존재유무를 

포함한다.  

 

Figure 3.34 식수가 없는 학교 비율167 

또한 교실이 조명이나 환기 측면에서 학업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중요하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를 인쇄하지 못해 학생들이 교과서를 갖지 못하고 

교사만이 교과서를 가진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167그림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School and teaching resources in Sub-Saharan Africa : 

analysis of the 2011 UIS regional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 pp.8 

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ib9-regional-education-africa-2012-en-v5.pdf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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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차드의 경우, 교과서 보급률은 약 5% 정도이다.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참고도서조차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 2.3

수학과학을 위한 아프리카 연구소 (African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AIMS)는 석박사 

교육과정, 연구, 대중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범아프리카 네트워크로, 대륙 곳곳에 여섯 개의 

센터-세네갈, 카메룬, 가나,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를 두고 있다. 제대로 된 석박사 

교육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교육, 특히 수학분야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5 년 현재까지 42 개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 

960 여명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했고, 그 중 31%는 여성이다.168  아프리카를 포함, 전세계의 

관련분야 연구자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한다. 

 

 

Figure 3.35 AIMS의 STEM 여성 모임 

 

AIMS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 역량 확충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수학 초중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AIMS Schools Enrichment Centre 는 트레이닝 기회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의 수학, 과학교사들에게 커리큘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진보적인 교수법을 배울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약 2천 여명의 아프리카 교사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의 AIMS 교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트레이닝을 수료했다.  

                                           
168  African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 AIMS Women in Stem Initiative 
http://www.nexteinstein.org/aimswis/?lang=en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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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교수회 (Academics Without Borders, AWB)는 캐나다 몬트레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부기관이다.169 개발도상국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역량 확보하고,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꼭 

필요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도상국이 직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계의 과학자, 

기술자, 의료인 등 전문인력들이 AWB의 프로젝트에 자원봉사를 통해 기여한다.  

 

 

Figure 3.36 국경없는 교수회 활동 사진170 

 

AWB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라이베리아 (Liberia)는 2003년 내전을 겪은 후 국토의 전역이 

파괴되었다. 존재하던 소수의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살해당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다. 아직 라이베리아 곳곳에는 내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AWB 는 이중 

라이베리아 대학을 복구하는 프로젝트를 7년째 진행중이다. 대학 복구는 행정처리 시스템부터, 인터넷 

설치와 사용 교육, 교수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169

  Academic Without Borders, available at http://www.awb-usf.org/. 
170  사진 출처 Academics without borders : About http://www.awb-usf.org/about/ [Accessed 15 12 

2016].  

http://www.awb-usf.org/
http://www.awb-usf.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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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Ghana)의 케이프 코스트 (Cape Coast) 대학은 전산학 과정에 석박사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6년째 진행 중이다. 가나는 전국에 걸쳐 전산학 분야에 단 한 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프 코스트 대학에는 전산학과가 존재하지만 교수들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본격적인 연구경험도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특히 불어권 전산학 

연구자들이 가나의 대학에서 한 달, 혹은 몇 달 이상 체류하면서 강좌와 세미나를 개설하고,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경험을 쌓고 나아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케이프 코스트 대학은 

가나의 초중등 교사들을 재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학과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가나 초중등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3.37 I-DREAM 차드가 개최한 과학클럽 

I-DREAM 차드는 올해 봄부터 은자메나의 고등학교들과 함께 과학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차드 전역에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학교가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다섯 개인데, 실험실을 갖춘 경우에도 

교수/교사를 제외한 학생들은 실험 장비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졸업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교실에서의 

수업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 지식을 

적용해보거나 교실 내에서 교사-학생, 학생-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심화하는 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DREAM 의 과학교실은 학생들이 좀더 다면적인 방식, 실험과 실습을 

통해 과학을 다시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DREAM 은 관심을 보이는 고등학교 

과학교사들과 함께 과학클럽을 위한 커리큘럼을 함께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들 스스로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고 동료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적인 고민과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http://www.kosen21.org/


유럽에서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 

17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아프리카를 위한 협동조합 

“We all do better when we work together.” 

빌 클린턴 

 

빈곤과 기아를 없애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UN이 2000년에 합의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는 8 개의 주요 과제를 합의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이다. 2015 년까지 세계의 절대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첫 번째 

과제는는 성공을 거둔 듯 하다. 즉 2010년에 이미 절대 빈곤선의 인구가 199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171  이런 절대빈곤 감소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빈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Figure 3.38 개발도상국 빈곤 인구 비율172  

                                           
171  2013 년 절대 빈곤 기준은 하루 수입 1.9 달러 이하이다. 세계은행, 2016. 
172 자료 출처 Wikimedia Commons : 2014 poverty rate chart based on World Bank 2011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33396671%5D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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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빈곤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는 약 4백 만명으로, 2013년 현재 이 지역 절대 빈곤 인구가 총 12억 인구 중 약 4억 명임을 

감안할 때 감소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현재 전세계의 절대 빈곤인구의 절반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속한다. 또한 빈곤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 종사자들이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빈곤 주민은 하루 70 센트 이하의 수입에 의존해 

지내며, 아이러니하게도 약 30년 전보다 더 가난하다.173 

위의 표를 보면 차드,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나이지리아, 가나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절대 빈곤국들의 최상위 부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인 빈곤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절대 빈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절대 빈곤 감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를 위한 위원회 (Commission for Africa)의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한다 : “대륙에서 장기적인 

빈곤 감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성장을 담보할 성공적인 현지 기업인들과 강하고 

역동적인 작은 기업들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국민 총생산으로 반영되는 성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과 빈곤계층의 수입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빈곤 해결의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인식되고 있다.174 

                                           
173 국제 협동조합 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3 년 아프리카 지역 보고서 
174   The World Bank «Africa’s Future and the World Bank’s Role in i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AFRICA/Resources/Africa_s_Future_and_the_World_Bank_s_Role_in_it

.pdf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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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국민 총생산 1998-2008175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협동조합 (cooperative)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2 년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되어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사례가 

공유되고 발전전략이 전세계적으로 토의된 바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한다. 

  

                                           
175   자료 출처 The World Bank « Africa’s future and the World Bank’s support to it» pp.3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AFRICA/Resources/AFR_Regional_Strategy_3-2-11.pdf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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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정의 3.1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인 자율적인 개인의 

연합으로, 공동 소유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176 즉 협동 조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소유, 운영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경제 공동체이다. 협동 조합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도 이미 매우 잘 발달 되어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노동자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주거 협동조합, 장례를 위한 협동조합,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협동 조합 등이 

이미 한국 및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Figure 3.40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176 국제 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 cooperative way for empowering indigenous 

peoples”, 2016 http://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ublications/WCMS_496599/lang--

en/index.htm [Accessed 1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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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1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177 

                                           
177국제협동조합연맹, 클리플 밀스, 윌 데이비스, « 협동조합 10 년을 위한 청사진 » pp.41 2013 년 1 월,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
%20March%202013%20Korean.pdf [Accessed 15 12 2016].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20March%202013%20Korean.pdf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20March%202013%20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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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동조합 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 10 년을 위한 

청사진»을 출판하여 앞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비지니스 모델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178 먼저 조합원제도와 지배구조에서 참여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협동조합을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모델로 제시할 것, 협동조합의 핵심가치와 원칙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할 것,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법률체계와 자본을 확보할 것 등이다.  

민주적 운영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는, 일개 개인으로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일례로, 가난한 공동체에서 비싼 농기구와 곡물 저장창고를 공동 구매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소출을 꾀할 수 있고,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계약을 맺는데 있어  개인일 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로도 불리는 이런 협동조합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연대 

(solidarity)와 상호 호혜 (mutual benefit), 상호 부조 (mutual aid)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장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을 공동체의 상호 부조 하에서 대비하거나 농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품앗이를 하는 관습은 오래된 전통으로,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근대적인 협동 조합의 시작으로는 흔히 1844년에 설립된 로치데일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을 꼽는다.  

 

                                           
178  국제협동조합연맹, 클리플 밀스, 윌 데이비스, « 협동조합 10 년을 위한 청사진 » 2013 년 1 월,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
%20March%202013%20Korean.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20March%202013%20Korean.pdf
http://ica.coop/sites/default/files/attachments/ICA%20Blueprint%20-%20Final%20-%20March%202013%20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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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 로치데일조합에 관한 영화와 1844 년 출판된 조합 책자179 

 

Figure 3.43 로치데일조합 창립 기념 사진180 

                                           
179  사진 출처 Rochdale pioneers museum, The Rochdale Pioneers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wp-content/uploads/2014/02/Pioneers-Film-pic.jpg 
[Accessed 15 12 2016]. Rochdale pioneers museum, Laws and objects of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learning-resources/laws-objects-
rochdale-society-equitable-pioneers/ [Accessed 15 12 2016].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wp-content/uploads/2014/02/Pioneers-Film-pic.jpg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learning-resources/laws-objects-rochdale-society-equitable-pioneers/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learning-resources/laws-objects-rochdale-society-equitable-pio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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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명 이후 극심한 빈부 격차의 상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영세한 장인과 직공들 또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여 공동설립한 이 조합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10년 동안에만 영국에서 수천 여개의 협동조합들이 뒤를 이어 설립되었다.  

조합의 설립 이념인 로치데일 원칙은 현대의 협동조합들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첫째, 조합은 

조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조합은 성별,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둘째, 조합원은 정책과 주요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셋째, 조합의 자산은 조합원들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조합원들은 조합의 

경제적 운영에 민주적으로 공동  참여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1달러 1표와 대비되는 1인 1표 

원칙으로 표현된다. 넷째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원칙으로 조합의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우선 

근거함을 밝힌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과 더 넓은 대중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여섯째,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들과 협력한다. 일곱째, 협동조합은 다른 공동체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 주목받는 협동조합 

  

Figure 3.44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와 몬드라곤 협동조합 경영 모델181 

                                                                                                                                    
180  사진 출처, Rochdale pioneers museum, Our Story pp.18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wp-content/uploads/2013/02/Our-Story.pdf [Accessed 15 
12 2016].  
181  사진 출처 Alchetron : Jose Maria Arizmendiarrieta Mondragon Corporation, 

http://alchetron.com/Jose-Maria-Arizmendiarrieta-1384046-W [Accessed 15 12 2016]. Corporate 

http://www.kosen21.org/
http://www.rochdalepioneersmuseum.coop/wp-content/uploads/2013/02/Our-Story.pdf
http://alchetron.com/Jose-Maria-Arizmendiarrieta-138404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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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첫 근대적인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예로 여겨지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내전 직후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최초로 5 명의 기술학교 출신 

학생들과 함께 이 지역의 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Don Jose Maria 

Arizmendiarrieta)가 세운 이 노동자 협동조합은 현재 85개의 협동조합 기업과 43개의 학교, 4개의 

은행을 포괄한다.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협동 조합 모델은, 이윤 창출을 대원칙으로 

삼는 전통적인 기업들을 보완하는 대안적인 경제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8 년 경제 위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경제체제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더이상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이목을 끈다. 

그런 맥락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약한 아프리카에서 협동조합 

(cooperative)이 개발의 중요한 주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7%가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가입 인구도 증가 

추세이다. (Develtere, Pollet and Wanyama, 2008). 한국에 기반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NGO 굿네이버스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초기 비용 등을 지원하며 빈곤 지역에서 조합 설립을 

돕고 있다. 

 

                                                                                                                                    
Management Model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modelo-
gestion/ [Accessed 15 12 2016].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modelo-gestion/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modelo-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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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5 몬드라곤 글로벌 서비스가 제공하는 협동조합 세계화 전략182 

 

 적정기술과 협동조합 3.2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적정 기술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적정 기술은,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기술을 수용할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빈곤 지역에 어떤 기술이 적합한가를 

고민한 경제학자 프레디리히 슈마허가 처음 명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적정 기술은 기술의 수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과, 사회적 문화적 자원 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고 탈집중화된 

방식,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노동집약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을 의식적으로 지향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이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술적용 방식이다.  

                                           
182   사진 출처 Mondragon Corporation, Internationalization model http://www.mondragon-

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internationalization-model/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internationalization-model/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corporate-responsibility/internationalization-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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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적정 기술이 효과적으로 널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적정 기술을 더 많은 영역에 적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용한 조직 형태이다. 연대와 자조 (self-help)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은, 소규모 공동체 단위에서 큰 

자본 없이 소규모 공동체 단위에서 조직할 수 있다.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필요 및 가용자원에 부응한 

소자본/노동집약적인 적정 기술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에 잘 부응한다. 또한 적정 기술은 

수혜자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을 유지, 관리함을 

지향한다. 이렇듯 기술 수혜자의 참여와 역량 확대에 중점을 둔 적정기술의 이념은, 자조와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구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아프리카 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 3.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비공식 경제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적 경제 개발로부터 소외되곤 한다. 이렇듯 국가의 공식 부문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스스로가 가진 자원 (인적 역량, 경험, 자연자원, 소규모 경제자원 등)을 협력적으로 활용해 

가난을 벗어나는데 협동조합은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주민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리로 삼고 구성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협동 조합 

모델 안에서 주민들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지적, 사회적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된다.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 특히 여성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힘을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2012 년 

보고서) 또한 공식부문 경제의 일자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활동과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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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6 캐나다 협동조합 협회 우간다 활동183 

 

아프리카의 협동조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 이하의 사례 중 일부는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제 노동 기구의 CoopAfrica가 제출한 보고서 “협동조합이 만드는 더 나은 세계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에서 발췌했음을 밝혀둔다.184 

 

Figure 3.47 케냐 메루 지역과 우유 배달 트럭185 

                                           
183   사진 출처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 Annual Report 2015-2016 » pp.6 

http://www.coopscanada.coop/assets/firefly/files/files/International_Review/20152016/7014_CCA_AR

2015_EN_F2_av-WEB_FINAL.pdf [Accessed 15 12 2016].  
184   ILO Coop Africa «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er world »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
ilo_aids/documents/publication/wcms_188624.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coopscanada.coop/assets/firefly/files/files/International_Review/20152016/7014_CCA_AR2015_EN_F2_av-WEB_FINAL.pdf
http://www.coopscanada.coop/assets/firefly/files/files/International_Review/20152016/7014_CCA_AR2015_EN_F2_av-WEB_FINAL.pdf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publication/wcms_188624.pdf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ilo_aids/documents/publication/wcms_188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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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메루 중앙 낙농 협동조합 연맹 (Meru Central Dairy Cooperative Unio)은 13 개의 주요 

낙농관련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보통 우유는 아침과 저녁에 사출하는데 사출된 우유 수거는 통상 

아침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어 저녁에 사출된 우유는 수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맹이 우유 냉각기와 우유 공급용 펌프, 7천 리터 용량의 보관용기를 공동 

구입한 이후 우유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아침과 저녁에 짠 우유를 모두 수거,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선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우유의 질이 높아지고, 손실되는 우유 양과 운영비용도 감소했으며, 

그 결과 농가들의 수익도 늘어났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들은 아침에 집안일로 바빠 우유를 사출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효율적인 우유 공급 체계는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다. 

23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부두다 예타나 (Bududa Yetana) 지역 협동조합 기구는 열대과일을 주스로 

가공해 지역과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원료 재배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참여 농부들은 약 25%의 추가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보고된다.  

캉굴루미라 (Kangulumira) 지역 협동조합은 파인애플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조합은 파인애플의 단순 

재배를 넘어서, 건조한 파인애플을 판매함로써 농부들의 수입을 증대하는데 일조한다. 파인애플의 

건조에 쓰이는 기구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가난한 농부들 개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역할이 

조합을 통해 가능해졌다.  

 

                                                                                                                                    
185  사진 출처 국제노동기구 Coop Africa Installation of 13 milk cooling facilities,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meru_kenya.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meru_keny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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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8 캉굴루미라 파인애플 제품 생산186 

가나에서 화장품의 원료로 인기 있는 쉬어 버터 (shea butter)를 생산하는 아코마 협동조합 (Akoma 

Cooperative Multipurpose Society)은 여성과 젊은층 등 취약 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영국의 아코마 인터내셔널이 2006 년 설립한 아코마 협동조합은, 아코마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세계의 시장으로 쉬어 버터, 코코넛 버터, 팜 오일 등의 원료를 수출하며 

대표적인 공정무역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igure 3.49 아코마 협동조합에서 일자리를 찾은 여성들187 

                                           
186  사진 출처 Daily Monitor : making wine, juice and dried fruit from pineapple, 

http://www.monitor.co.ug/Magazines/Farming/Making-wine--juice-and-dried-fruit-from-
pineapple/689860-1673338-msq8pv/index.html  [Accessed 15 12 2016]. 
187  사진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Akoma cooperative multi-purpose society, 

Ghana, http://www.wipo.int/ipadvantage/en/details.jsp?id=3245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monitor.co.ug/Magazines/Farming/Making-wine--juice-and-dried-fruit-from-pineapple/689860-1673338-msq8pv/index.html
http://www.monitor.co.ug/Magazines/Farming/Making-wine--juice-and-dried-fruit-from-pineapple/689860-1673338-msq8pv/index.html
http://www.wipo.int/ipadvantage/en/details.jsp?id=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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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협동조합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 3.4

아프리카에서 여성은 식량 생산에서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88 그에 반해 아프리카 여성들이 생산물과 생산수단에 대해 누리는 권리는 훨씬 

작다. 소규모 농업에 제공되는 자금지원의 10% 이하만이 여성들에게 제공되며, 토지의 1%만이 

여성의 소유로 알려져 있다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2009, ILO 2009). 

 

 

Figure 3.50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189 

이런 현실은 협동조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들은 조합원이나 피고용인, 

특히 지도적 위치에서 훨씬 적게 대표된다. 여성에 억압적인 전통적인 성역할의 압박이 주요한 요인이 

작용한다.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성이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여성은 ‘내부’의 문제에만 관여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통적 

억압의 결과로 여성은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교육기회가 부족해 문자 해독률도 낮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집안의 ‘가장’이 모임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188   ILO, Empower rural women - end poverty and hunger: the potential of African cooperatives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coopafrica_leaflet_iwd2012.
pdf [Accessed 15 12 2016].  
189   사진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2011 http://www.fao.org/docrep/013/i2050e/i2050e.pdf [Accessed 15 12 2016].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coopafrica_leaflet_iwd2012.pdf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coopafrica_leaflet_iwd2012.pdf
http://www.fao.org/docrep/013/i2050e/i205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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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Strategies for inclusion of women and youth in cooperatives in Ethiopia”, R. 

Karunakaran and A.A.Gebura 2015) 

 

Figure 3.51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농업 노동 비율190 

UN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세번째 목표가 양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에게 더 큰 목소리를 부여하는 

(empowerment) 것이다. 여성이 더 큰 지위를 갖는 것은 인권의 측면 뿐만이 아니라 빈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엔 식량농업 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토지, 대출 등 법적 경제적 

                                           
190  사진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 – 2011 http://www.fao.org/docrep/013/i2050e/i2050e.pdf [Accessed 16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fao.org/docrep/013/i2050e/i205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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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경우 농장의 소출을 20-30%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 약 2.5에서 4%에 달하는 농업생산성 향상, 그리고 전세계의 기아인구 약 12-17% 

감소를 의미한다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11, FAO 2011). 

 

 

Figure 3.52 메루에쉬 (Merrueshi) 여성조합191 

 

각 영역에서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여전히 남성우월주의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이는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는 물론 사회 참여 

일반을 억압하는 기존 경향을 강화한다.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남성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협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협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률 제정 양쪽 모두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바꾸는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 아프리카에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 자체가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지기가 더욱 어렵다. 

                                           
191   사진 출처 Trusted Clothes : Women in Africa and the power of cooperatives 

http://www.trustedclothes.com/blog/2016/10/11/women-africa-power-co-operatives/ [Accessed 16 12 
2016].  

http://www.trustedclothes.com/blog/2016/10/11/women-africa-power-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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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나이 중간값은 19세에 못 미친다 (UNdata 2016). 협동조합이 아프리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 (15-24세, UN 정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관습은 젊은층의 협동조합 

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많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조건으로 토지 소유를 

요구한다. 이는 젊은층이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연장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하는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의사결정에참여하더라도 연장자의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렵다. 또한 협동조합을 중장년층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의 인식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조건을 볼 때,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관성을 

뛰어넘는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http://www.kosen21.org/


유럽에서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 

19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Figure 3.53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협동조합 기혼 회원의 가입 전과 후 가족 노동 분담 비율 변화192 

                                           
192 ILO, How women fare in East African cooperatives : the case of Kenya, Tanzania and Uganda,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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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4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협동조합 기혼 회원의 가입 전과 후 가족내 의사 결정 변화193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woman_eastafrica.pdf 
[Accessed 16 12 2016].  
193  ILO, How women fare in East African cooperatives : the case of Kenya, Tanzania and Uganda,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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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3.5

협동조합 모델은 빈곤 지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개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참여 주민들이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서 훈련되는 좋은 장을 제공한다. 한편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2016년 국제 노동기구 보고서 (“A cooperative way for empowering indigenous peoples”, 국제 

노동기구 보고서, 2016) 를 인용하며 협동조합 모델이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몇 가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들을 짚어본다.  

문제점은 크게 볼 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협동조합을 통해 만들어낼) 사업 컨텐츠와 

기술 측면, 마지막으로 제도적 인프라에 접근이 어렵다는 면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빈곤 지역의 주민들은 보통 협동조합은 물론 기업을 한다는 것 (enterpreneuship)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공동체 및 정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된 

주체들이 협동조합 모델을 잘 이해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첫 단계이다. 

둘째,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1 조합원 1 표 원칙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사업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경제 주체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더라도 초기 자본과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을 위한 기술,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적정 기술이 협동 조합 모델에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빈곤 지역 주민들은 통상 금융, 법적 조언, 행정적인 서비스 등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시장을 찾아내고 접근하는 부분도 통상적인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큰 도전 과제로 다가온다. 

위의 세가지 과제는 모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이다. 경영 

능력의 부족, 배당 문제, 무임승차 등의 문제는 로치데일조합 (Rochedale Society)의 성공 이후로 

전세계 모든 협동조합이 맞닥뜨리는 문제이다.  또한 영국 협동조합대학 교육담당책임자인 줄리 소프의 

표현대로 좋은 협동조합은 “단순히 일을 잘 하고, 효율적인 일처리 구조를 가진 조직이 아니라, 

협동조합 존재가치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현하는 조직”이다 (조득신, 영국에서 학교협동조합이 

활발한 이유, 2016). 따라서 협동조합이 번영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교육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ent/coop/africa/download/woman_eastafrica.pdf 
[Accessed 16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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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자체가 매우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2015 년 2 월 본 협회 아이드림은 차드의 Saar 대학에서 개최한 

워크샵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소개 강연을 한 바 있다. 차드의 대학 진학률은 1% 미만으로, 

당시 워크샵의 참가자들인 Saar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차드 내에서 최상위 엘리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당시에 처음으로 접해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차드에는 정부기관과 극소수의 외국계 기업과 NGO 외에는 사실상  공식 경제 부문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차드 대학 졸업생들의 극소수만이 공식부문 취업에 성공하며, 이는 

차드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 스스로가 큰 경제적 자원 없이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체를 스스로 창출해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워크샵에서 소개되면서, 참가자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필요하며, 이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볼 때, 아프리카의 학교나 NGO 등에서 협동조합에 기반한 enterpreneurship과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서구의 유서깊은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정신에 기반해 평생 교육과 훈련을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해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훈련을 학교에서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인 나라 레소토의 Mohale Hoek 초등학교 원예 협동조합은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직접 체험해볼 훈련장을 제공하는 좋은 예이다. “학생들은 직접 야채를 기르고 시장을 

찾아내 판매할 뿐 아니라, 자조와 공동체 돌봄의 원칙을 직접 경험해본다. 학생들은 재배한 야채를 

지역 공동체 뿐 아니라 학교 식당에 판매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매 수익의 일부는 고아나 

저소득층 출신 동료 학생들의 급식, 교재,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쓰인다. (“A better future for young 

people: What cooperatives can offer”, ILO 2012) 이 사례는, 협동조합 교육이 원예에 대한 

지식이나 마케팅 능력과 같은 기술 뿐 아니라 민주적 운영과 자조, 그리고 공동체에의 기여와 같은 

협동조합 모델의 기본 원칙을 체험 속에서 익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파나마에서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내 첫 직장 Mi primer empleo” 프로그램의 모듈 중 

하나로 2010 년 협동조합을 포함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 enterpreneuship 교육을 받은 

19 세에서 29 세 사이의 청년 5 백여 명을 통해 여러 협동조합들이 새로 탄생했다. 모로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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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및 역량강화 훈련, 그리고 젊은이들이 협동조합 설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A better future for young people: What cooperatives can offer”, 

ILO 2012) 

실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들어간 경우에는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프라와 시장 접근성이 취약한 점은, 빈곤 지역에서 주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을 어떻게 찾아보고 해석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초기 자본 모집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협동조합 스타트업 start-up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에 해당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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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럽의 동반성장연구회 소개 

(Inclusive Development Research 

Association for Mankind: I-DREAM) 

 

 

 

Objectives of the Association  협회의 목적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creas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developing regional communities in the world, the association undertakes studies and 
organizes forums to promote the exchange of know-how, resources and skills among the 
association’s members and external partners. 

Afin d’améliorer la qualité de vie et d’augmenter l'indépendance économique des 
communautés régionales défavorisées dans le monde, l'association étudie et met au 
point des forums pour promouvoir l'échange des savoir-faire, des ressources et des 
techniques des membres associés et des partenaires d'extérieurs.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과 외부 파트너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장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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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결성 

최근 발간된 "혁신과 동반성장" 보고서 1 에서 OECD 는 동반성장이야말로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 라는 지적하였다. 마지막 산업혁명에서부터 전세계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은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몇몇 나라에 집중되어 왔으며, 오늘날,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소득격차 (또는 남북격차) 는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추가하여,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저임금 그룹의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기에, 전세계의 빈민들의 

상당수가 가난한 나라들의 중간 수입 계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대의 세계가 더욱 더 연결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첨단 부유한 경제 집단과 그렇지 못한 경제 공동체들의 수십 년에 걸친 경제발전의 

불평등은 이제 전세계 평화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심각한 위협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은 저개발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적정기술은 그래서 동반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적정기술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환경, 도덕,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디자인되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적정기술은 되도록이면 현지의 재료와 인력을 

활용하여, 쉽게 보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며, 대부분의 선진기술국가들이 자본주의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공정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를 덜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함이 명백해진다. 

적정기술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술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 지원을 받을 

때에, 더 많은 창의성과, 지능과 그 밖의 각종 자원들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때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억압을 극복하는 힘이 공동체에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전세계 동반성장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자 2013 년에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2014 년 프랑스 파리에 I-DREAM (Inclusive Development Research Association for 

Mankind) 이라는 이름의 협회를 등록하였다. I-DREAM은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프랑스 파리에 등록한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이다. I-

DREAM 협회는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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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DREAM 협회 설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협회 설립 이전에 유럽 한인과학기술자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유럽에는 과총의 후원 및 유럽 각 과협의 연대를 통해 Europe-Korea Conference 즉 EKC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린 2013년 EKC 대회에서는 유럽 한인과학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동반성장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 세션은 동반성장,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유럽 회원들과 함께,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이우성 박사, 기계연구원의 

정동수 박사, KISTI의 한선화 소장 등이 참여하여 유럽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동반성장 운동에 대해 큰 

격려를 보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의 아프리카 차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근선 

지부장이 참석하여, 유럽에서 가깝지만 생활 환경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열악한 

아프리카의 환경에 절실하게 필요한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들을 제기하였다. 특히, 

동반성장이란 단순히 개개인들이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의 활동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가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임을 인식하자는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EKC 2013 대회 이후, 동반성장 세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2013 년 가을부터 KEIT 에서 개최한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컨테스트에 참여하였고, 10 월 재독과협 40 주년 행사에서 동반성장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11 월 재오스트리아 과협 15 주년 행사에서도 주제발표 등을 통하여 유럽의 많은 

과학기술인들과 교류 및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또한 2013 년 12 월에는 아프리카 차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의 필요 및 상황을 직접 살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한 회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2014년 3월 21일과 4월 2일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통하여 협회의 창립회원들의 동의로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회 결성 총회에는 현재 협회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8 분의 이사를 포함하여 총 11 분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프랑스의 협회법에 따라 협회의 등록이 완료된 2014년 4월부터 I-DREAM 협회는 

현재까지 약 30여명의 정회원을 포함 다수의 준회원들과 함께 슈마허 등 적정기술에 대한 책을 읽고 

도서 나눔을 하고, 또한 적정기술 각 사례 등을 공부하면서 여러 활동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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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활동 소개 

I-DREAM 협회는 설립 이후 유럽의 과학기술자들의 네트워킹을 마련하고 차세대 한인들에게 

동반성장에 대한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아프리카 차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킹 및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EKC에서 유럽의 한인과학기술자들에게 협회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동반성장 세션을 열었다 (EKC 2014 오스트리아 비엔나, EKC 2016 독일 베를린). 또한 Young 

Scientist 들에게 적정기술 및 동반성장을 소개하기 위해 I-DREAM Day 라는 미니 워크샵을 

시작하였다 (1회 대회: 2016년 2월 프랑스 파리). 또한 2016년 7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에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 1회 IDREAM 적정기술캠프를 개최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현장에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차드를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 년 동반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첫 번째 아이템으로 아프리카 현지 교육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1월에는 영국 및 프랑스에서 3명의 건축사들 (I-DREAM 회원)이  현지 교육센터  설계 및 현지조사를 

위해  아프리카 차드를 방문하였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에 아프리카 챠드에 영어/불어 어린이 도서 

기증 운동을 프랑스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25 박스 분의 아동도서들을 후원받았으며, 차드 

현지 학교와 지역개발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후에도 해마다 2-3 차례 정기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저희 협회가 걸어온 여정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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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Event  Place  

07.2013  EKC 2013 - Inclusive Development Session  EKC 2013, Brighton UK  

10.2013  VeKNI 40th Anniversary General Assembly 
Inclusive Development Session  

VeKNI, Essen Germany  

11.2013  KOSEAA General Assembly 
Inclusive Development Keynote Speech 

KOSEAA, Vienna Austria  

12.2013  Visit to Good Neighbors Int’l in Chad N’Djamena, Chad  

05.2014  Children Book Donation Campaign in Paris 

 (sent 14 boxes (250 kg) to GNI Chad)  

Paris, France  

06.2014  Paris Seminar on Inclusive Development OECD Korean Embassy, Paris, 
France  

07.2014  EKC2014 - Inclusive Development Session & 

Workshop 

Visit to GrAT on 26.07.2014  

EKC 2014, Vienna Austria  

10.2014  Presentation of Inclusive Development Conference 

for Energy and Environment in Chad 2015  

KSEAUK 40th Anniversary GA,  

E&E Group Creation Ceremony, 
Glasgow, UK  

12.2014  Children Book Donation Campaign in Paris 

(sent 28 boxes (500 kg) to GNI Chad) 

Paris, France  

12.2014  ASCoF Paris Meeting Presentation on Lessons from 
Korea for African neighbors  

ASCoF Paris Chapter End of year 
meeting, Paris, France  

02.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clusive Development 
in Chad 2015 

Sarh University, Sarh, Chad 

05.2015 Annual General Assembly and Workshop 2015 FIAP Jean Monnet, Paris, France 

01.2016 Architects’ Visit to Chad to design Training Center N’Djamena, Chad 

02.2016 1st IDREAM DAY Paris, France 

07.2016 Inclusive Development Session in EKC 2016 

1st IDREAM Appropriate Technology (for youth) 

Berlin, Germany 

11.2016 Architects’ Visit to Chad to support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 Loca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N’Djamena, Chad 

12.2016 Participation to ASAT Appropriate Technology 

Conference in Korea 

Seoul, South Korea 

Table 4.1 I-DREAM 협회의 활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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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차드 방문중 굿네이버스가 공동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Dec. 2013] 

 

   

Figure 4.2 차드 방문중 굿네이버스가 지원하는 학교 방문 [D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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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2nd Book Donation Campaign [Paris, France - Dec. 2014] 

 

 

Figure 4.4 Sarh 대학교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Sarh Chad -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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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박근선 차드 지부장이 사탕수수로 숯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함 [Sarh, Chad - Feb. 2015] 

 

 

Figure 4.6 초등학교의 I-DREAM 도서관 [N'Djamena Chad -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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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General Assembly 연례 총회 2015 [Paris - May 2015] 

 

 

Figure 4.8 I-DREAM 적정기술 캠프 2016 in EKC 2016 [Berlin –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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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협회는 정기적으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래에 

지금까지 개최된 세미나 강사 및 주제는 아래와 같다. 

 

Date Speaker Subject 

07.04.2015 강명주 Improved Cooking Stoves 

05.05.2015 김도원 EID in Chad 

02.06.2015 박미근 Water Treatment 

02.06.2015 박진미 Farm Scale Biodigester 

07.07.2015 최영옥 Design and Branding for the Public and Social Innovation 

08.09.2015 최경일 Internet via Satellite 

06.10.2015 김지은 Unesco Overview 

02.11.2015 정애라 광전효과와 태양전지 

01.12.2015 박진미 아프리카의 에너지 생산 및 사막화 저감을 위한 바이오 가스 

05.04.2016 조형실 NOW granted projects for Inclusive Development 

04.10.2016 손문탁 Joy Institute of Technology 소개 

Table 4.2 I-DREAM 세미나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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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대문명과 동반성장에 관한 단상 (칼럼) 

심창현 

동반성장은 현대 문명의 붕괴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현 시대의 요청이다. 2014년 3월 영국의 

일간지 The Guardian 은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지원을 받은 미래 예측 연구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대 문명은 수십 년 내에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경제 불안정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붕괴할것이라는 전망을 전하였다. 이는 새삼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현대 문명의 붕괴를 예고한 저술은 

이미 많은데 대표적으로 1972년 로마 클럽에서 만든 <성장의 한계>란 연구 보고서, 1973년 출판된 

영국 경제학자 슈마허 (E.F.Schumacher)의 저술 <작은것이 아름답다>, 1972 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 1988년에 출판된 미국의 역사학자 테인터 (Joseph Tainter)의 <문명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저술들은 자원 부족, 빈부 격차 심화, 환경 오염, 복잡한 사회구조에 의한 비용 증가, 국가간에 

이해 충돌,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대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 경고했다. 

 

Figure A.1 <성장의 한계>와 <문명의 붕괴>194 

 

                                           
194  사진 출처, Wikipedia : The limits to growth https://en.wikipedia.org/wiki/The_Limits_to_Growth 

[Accessed 14 12 2016]. Amazon : The collapse of complex societies 

https://www.amazon.com/Collapse-Complex-Societies-Studies-Archaeology/dp/052138673X [Accessed 
14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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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1973 년 오일 쇼크 때 뉴욕 주유소 주변에 줄을 선 차들195 

UN 도 새천년 개발 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포하고 나라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선진국에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 문명의 붕과하고 또 다른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현대문명은 계몽주의사상, 산업혁명,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진보라는 가치 아래 등장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과학 기술의 끊임 없는 개발이 

인류에게 계속되는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은 지금도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문명은 지난 1차 2차 세계 대전과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 

1986 년과 2011 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01 년 

발생한 911 미국 테러를 분기점으로한 전세계적인 테러 사건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나라와 나라, 계층과 계층간의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들을 통해 현대 문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95  사진 출처, The 1973 Arab oil embargo : the old rules no longer apply 

http://www.npr.org/sections/parallels/2013/10/15/234771573/the-1973-arab-oil-embargo-the-old-
rules-no-longer-apply [Accessed 14 12 2016].  

http://www.npr.org/sections/parallels/2013/10/15/234771573/the-1973-arab-oil-embargo-the-old-rules-no-longer-apply
http://www.npr.org/sections/parallels/2013/10/15/234771573/the-1973-arab-oil-embargo-the-old-rules-no-longer-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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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폐해196 

 

 

Figure A.4 레이건의 경제정책197 

                                           
196 사진 출처 Geographica : les mafias à Fukushima http://geographica.net/2013/09/les-mafias-a-

fukushima/ [Accessed 14 12 2016].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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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동반 성장이라는 방법론이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인간 및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갈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현대문명의 붕괴 속도를 늦출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빈부의 격차의 심화를 해결하는데 동반 

성장이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이 양극화 현상은 나라와 나라간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 계층간에도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것을 볼수 있다. 동반 성장은 이렇게 다양한 계층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먼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률로 보통 평가되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런 과정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1980 년 부터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며 등장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여진 그 이전 수십년간의 여러가지 

제어 장치들을 제거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은 전반적인 과학 기술 능력의 저하로 인해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를 감당할수 없음으로 인해 부유한 나라들의 글로벌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말았고 최근 십여년 전부터 일어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빅데이타, 로봇기술, 인공지능을 

융합한 4 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첨단제품의 조립 공장의 지위 마저 위협 받고 있느 실정이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은 웬만한 개발 도상국의 국내 총생산을 뛰어 넘는 상태가 되었다. 그 한예를 

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2015 년 총 매출은 2337 억달러였다. 그런데 인구 

9000만명 ( 2015년 기준)이 넘는 베트남의 2015년 국내 총생산 금액이 애플 보다 못미치는 2013억 

달러 이다. 심지어 2015년 애플의 영업 이익 ( gross margin )은 936억 달러를 기록한다. 이 금액은 

인구 2000만명 (2015년 기준)이 넘는 스리랑카의 2015년 국내 총생산 금액인 848억 달러 보다도 

큰 숫자이다. 애플의 총매출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하다. 

2015 년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전세계 국내 총생산 자료를 보면 세계 71 위에서 100 위 사이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는 7 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카메룬, 우간다, 가나,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이다. 이 7개국에는 모두 2억 6천만명 ( 2010년 기준)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7 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2015 년 기준)을 모두 합하면 그 금액이 2339 억 달러로 

애플의 2015 년 총매출인 2337 억 달러에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세계는 나라간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요 7개국의 국내 총생산이다.  

                                                                                                                                    
197  사진 출처 Reagan Economics http://decadesprojectnkjb.weebly.com/reaganomics.html [Accessed 

15 12 2016]. 

http://decadesprojectnkjb.weebly.com/reaganom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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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5 아프리카 7 개 국의 국내 총생산량 

3차 산업 혁명을 통해 교통과 정보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이 없던 시대에는 이러한 나라간의 격차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여서 이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갈등은 

그나마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전의 전문가들 

만큼이나 지식을 가질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한 나라 안에서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줄수 없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비교 정보들을 가진 젊은 이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것 같다. 그것은 그 지역을 탈출하거나 극단적 사상에 귀의하여 

종교적 또는이데올로기적 극단 주의자가 되거나 모든 현실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조금 남아 있는 자산을 흡혈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그중 아주 

일부일것 같지만 자기 지역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불싸지르는 운동가가 

될것이다. 지금 서구 사회는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자기 지역을 탈출하는 이민자들과 종교적 

극단주의자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 21 세기 자본론>의 저자 인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각종 테러 문제도 그 배후에는 종교적인 문제 보다 

이러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라간의 

동반 성장이 바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해법이다.  

그러면 나라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 그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의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예산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다. 

그리고 ODA 예산을 통하여 저개발 국가의 교육과 보건을 개선 시키는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G

D
P

 (
억

U
S

$
) 

http://www.kosen21.org/


유럽에서의 적정기술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전 동향 

22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있다. 그래서 UN 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 가지를 

정하여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다 

 

Figure A.6 2015 년 11 월 13 일 프랑스 파리 테러 현장198 

 

 

Figure A.7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98 사진 출처 13 novembre : des victimes du Bataclan auraient été torturées, émasculées et mutilées 

https://francais.rt.com/france/23934-13-novembre-victimes-bataclan-mutilees [Accessed 15 12 2016]. 

https://francais.rt.com/france/23934-13-novembre-victimes-bataclan-muti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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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OECD 에서 제공한 2014 년도 개발 원조 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다.. 대한민국도 2014 년 기준으로 

18억 5천 6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Figure A.8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국제 원조 규모 

 

아래 그래프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주로 어느 분야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인프라 서비스 

구축과 경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금액이 가장 크다.  

 

Figure A.9 정부개발원조 분야별 지원액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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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의 예를 보면 지난 10 년간 3000 억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집행 되었고 

2014년도의 경우에도 OECD 자료를 보면 328.8억 달러 예산이 집행 되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 

되었음에도 아프리카에서의 실제적인 지역민의 삶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부유한 나라들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집행과 

아프리카지역의 각국 정부 관리 중의 부정, 부패가 주요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유한 나라의 개발원조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지원 받는 나라의 진정한 필요를 채운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나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에도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아프리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다른 원조 방식은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저 개발지역 사회를 도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많은 

비정부기관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I-DREAM 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조직된 

협회이다. 유럽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한국인 과학, 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사회를 돕고자 한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식 협회로 프랑스 정부에 등록 되었다.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느린 두 번째 이유로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18세기에 1차 

산업 혁명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요약되는 2차 산업 혁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은 무한정 할것으로 

예상한것 같다. 그러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의 폭발적 증가로 지구 자원의 고갈을 

경고하게 되었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과거 2000여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세계 

인구는 17세기 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지난 100년간의 인구의 증가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미국인구 조사국은 2016년 1월 

기준 세계 인구가 73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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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0 세계 인구 증가 

 

 

Figure A.11 런던 스모그와 기후 변화로 굶주린 북극 곰199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와 소비량의 증가로 그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의 에너지 

자원이 사용되었다.  

                                           
199 사진 출처 History : The killer fog that blanketed London, http://www.history.com/news/the-killer-

fog-that-blanketed-london-60-years-ago [Accessed 15 12 2016]. CNN : Emaciated polar bear, what’s 

to blame ? http://edition.cnn.com/videos/weather/2015/09/14/polar-bear-arctic-climate-change-orig-
mg-nws.cnn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history.com/news/the-killer-fog-that-blanketed-london-60-years-ago
http://www.history.com/news/the-killer-fog-that-blanketed-london-60-years-ago
http://edition.cnn.com/videos/weather/2015/09/14/polar-bear-arctic-climate-change-orig-mg-nws.cnn
http://edition.cnn.com/videos/weather/2015/09/14/polar-bear-arctic-climate-change-orig-mg-nws.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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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들은 한 문명이 그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할때 그 

문명은 붕괴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문명도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에너지 자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전환하며 지난 

3 세기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무한정할것으로 기대했던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현대 문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자원을 전환하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았지만 석유의 고갈과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그 위기를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전환하여 극복하려고 하지만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과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이 적절한 대안이 될수 없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태양력과 풍력 조력 그리고 핵융합 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막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대체 에너지가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을 만족 

시키기에는 요원한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자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반 성장을 

생각한다, 동반 성장에서의 성장이란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량이 큰 나라 또는 사회가 그렇지 못한 나라 또는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함이란 1972년 슈마허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란 책 과 

유엔인간 환경 회의 (UNCHE)와 1973 년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UCN)의 회의에서 그 개념이 소개 

되었고 2002년 개최된 지속 가능 발전 세계 정상 회의 (WSSD)에서 그 개념이 포괄적 의미로 확대 

발전하였다. 지속 가능 발전이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전제로 존속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와 동반 성장은 본질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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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2 전 세계 슬로우시티 네트워크200 

 

고전적인 성장만을 고집하면 현대 문명은 어느 순간에 붕괴되어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적극 찾아야되는 전환기를 현대인은 살고 있다. 

그래서 동반성장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세계에는 지난 수십년동안 다양한 사회 운동들이 제안되었고 그 예로 1999 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Slow City) 운동과 독일 중부의 작은 마을 윤데 (Juhende)에서 

2005 년에 처음 시작된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고도 성장만 추구하며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낭비를 줄이고 “느리게, 작게, 지속가능하게 (Slow, Small, Sustainable)” 의 구호 

아래 성장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성숙을 위하여 살아가자는 운동이며 에너지 자립마을은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해결함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운동이다. 

세번째로 현대 문명의 붕괴를 늦추기 위하여 지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동반 성장은 이렇게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방법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C상승 했으며 그 증가의 속도는 

                                           
200 사진 출처 International Network of Cities Where Living is Good http://www.cittaslow.org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cittasl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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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해져서 지난 25 년 동안만 0.45°C 상승하였다. 그로 인해 21 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1-3m 정도 

상승할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아시아 지역에 

사라지게 될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A.13 기후변화로 극지방 얼음이 녹았을 때 사라질 아시아 지역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방치한다면 다음 세기가 오기 전에 많은 지역이 사라지게 될것 이다. 

방글라데쉬의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50 km2의 Kutubdia 지역, 227 km2 

의 Bhola 지역, 180 km2의 Sandwip 지역의 65% 물에 잠기게 되었고 2050년까지 쌀 생산량의 8%, 

밀 생산량의 32%가 감소 할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에 따르면 2050 년에는 2200 만명의 방글라데쉬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난민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CO2 와 같은 온실가스의 지나친 배출에 의한 것이다. 동반 성장이란 바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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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을 위한 무분별한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구조를 위한 원리이다. 동반성장이란 바로 

인간의 가치가 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여 작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노동을 공유함으로 그 공동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원리인 것이다.   

 

 

Figure A.14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보도201 

 

동반 성장은 지역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늦추는 거의 마지막 기둥들 중에 하나이다. 한국 사회는 

2014년 2월 서울의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을 통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역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붕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사회는 인간의 몸과 같이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것과 같은 유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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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될것이다. 우리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지역 공동체란 우리가 

사는 작은 동네 일수도 있고 도시일수도 있으며 한나라 전체일수도 있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은 

이전의 지역의 범위의 제한을 거의 허물고 있어서 지역사회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산업화가 

                                           
201  사진 출처 조은누리 블로그 : 수급신청 안 한 ‘송파 3 모녀’의 잘못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95GO&articleno=15705443&categoryId=63049

1&regdt=20140305121320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95GO&articleno=15705443&categoryId=630491&regdt=20140305121320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95GO&articleno=15705443&categoryId=630491&regdt=20140305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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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진행되기 전의 우리의 지역 사회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사못 다르다. 지역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간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가 섬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 공동체성의 또 다른 모습이 동반 성장인것이다. 

사실 동반 성장이란 용어는 두개의 상반된 개념을 가진 단어의 조합이다. <동반>은 사회주의적 의미를 

많이 내포한 단어 이고 <성장>은 자본주의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질수 있다. 

그래서 동반 성장에서 지역 공동체를 빼면 공허한 구호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동반 성장을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로 부른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지난 100여년간의 체제 실험을 통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잘살아보자> 란 모토 자체의 당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작은 지역 사회 안에서 

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는 <함께 잘 살아보자>란 구호를 현재 삶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면서 타인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지 않고 타인으로 부터 자신의 노동 가치를 착취 당하지 

않으며 살아갈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협동공동체의 건설이라고 말한다. 

 

Figure A.15 함석헌 연구 저서 « 씨알, 생명, 평화 »202 

                                           
202 사진 출처 위키백과 : 함석헌 https://ko.wikipedia.org/wiki/함석헌[Accessed 15 12 2016]. 바보새 함석헌, 

씨알 생명 평화,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http://ssialsori.net/bbs/board.php?bo_table=0404&wr_id=69&ckattempt=1 [Accessed 15 12 2016].  

https://ko.wikipedia.org/wiki/
http://ssialsori.net/bbs/board.php?bo_table=0404&wr_id=69&ckattem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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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6 산청 민들레공동체마을203 

 

이러한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가 현대 사회의 주류는 아니지만 현재도 전세계에는 이렇게 지역 공동체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지역 사회 공동체들이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 10여군데에 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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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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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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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 안에서 그 지역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삶에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203  사진 출처 경남신문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 마을, 2013 년 1 월 16 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8274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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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적정기술 관련기관 소개  

2.1 나눔과 기술 (http://www.stiweb.org/) 

 

Figure A.17 나눔과 기술 주최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포스터204 

나눔과 기술은 국내의 과학 기술인둘이 모여서 2009년 설립된 단체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 과학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나눔의 정신이 담긴 과학 기굴 문화를 확산하는 국제적인 과학 

기술 협력 단체 이다. 나눔과 기술은 최적의 기술, 정다운 사람, 주도적 섬김, 가난한 마음을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있다. 주요 활동 영역은 아래와 같다. 

 물, 에너지, 환경, 기술 자원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적정한 기술을 개발 

 적정기술 제품과 정보 자료를 나누고 보급하는 지원 활동 

 나눔의 기술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학술 회의, 경진대회, 교육 아카데미 개최 

  

                                           
204  사진 출처 나눔과 기술 : 소외층 빈곤 해결 위한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최 http://sti14.cafe24.com/creative_history/9873 [Accessed 15 12 2016].  

http://www.stiweb.org/
http://sti14.cafe24.com/creative_history/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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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리스챤과학기술포럼 (http://www.sciengineer.or.kr ) 

크리스챤 과학기술자 포럼은 기독과학기술자들이 과학 기술을 활용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과학 기술 전문 분야의 선교 접목 및 연구 개척을 통해 사회에 모범이 되는 실천적 삶을 

살고자 2005년 설립된 단체이다. 크리스챤과학기술자 포럼은 인터넷 웹진을 통하여 과학 기술 현장 

소개, 청소년 멘토링 과학기술 칼람, 토론 마당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 포럼, 

캠퍼스 및 직장 연계 강연과 집회, 과학 문화 활동, 적정 기술 지원, 기술 활용 자원 봉사등을 수행하고 

있다. 

 

Figure A.18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선교전략’ 모임205 

 

  

                                           
205  사진 출처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 2016 년 12 월 12 일 월요포럼, 과학기술과 

선교 http://www.sciengineer.or.kr/board_vnDZ11/14794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sciengineer.or.kr/
http://www.sciengineer.or.kr/board_vnDZ11/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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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안기술센터 ( http://www.atcenter.org ) 

민들레 공동체의 김인수 대표로 부터 대안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현 이동근  센터 소장이 2006년 

경남 산천군 갈전마을에 대안기술센터를 설립하였다. 대안 기술센터는 적정기술을 현 시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삶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보전과 빈곤 퇴치 평화 공동체 설립 지역 사회 중심의 작은 공동체 만들기 에너지 위기의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안 기술 센터에서 말하는 대안 기술이란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를 초래하는 

현대 산업 문명을 이끄는 거대 기술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대안적인 기술을 모두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Figure A.19 대안기술 센터 퍼머컬쳐 디자인 코스206 

 

                                           
206 사진 출처, 자립하는 삶을 만드는 적정기술센터 http://cafe.naver.com/selfmadecenter/3204 [Accessed 

15 12 2016]. 

http://www.atcenter.org/
http://cafe.naver.com/selfmadecenter/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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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굿네이버스 ( http://www.goodneighbors.kr )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 복지 사업과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1991 년 설립된 

국제구호 NGO 이다. 최근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 개발에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 기술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상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나눔과 기술과 함께 챠드에서 적정 기술을 

이용하여 사탕수수 숯과 건망고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Figure A.20 굿네이버스 지역사업 개요207 

 

  

                                           
207  사진 출처 굿네이버스 : 지역개발사업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http://www.goodneighbors.kr/business/global_relief/community.gn [Accessed 15 12 2016]. 
 

http://www.kosen21.org/
http://www.goodneighbors.r/
http://www.goodneighbors.kr/business/global_relief/community.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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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DREAM 적정기술 활동 

3.1. 아프리카 커뮤니티 발전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건축 

3.1.1. 프로젝트 배경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수도인 은자메나시의 인구 밀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 거주 인구 증가로 인해 건축비용과 에너지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축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을 은자메나에 뿌리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 도입은 꼭 필요한 선택이다. 

이러한 동기로 동반성장연구협회 I-DREAM의 건축팀은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시에 시공될 

CCDM (Chad Community Development Mission)이 추진 중인 교육동 및 숙박동 건축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동은 현지 커뮤니티의 직업 교육 및 아프리카 적정기술 관련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숙박동은 이러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및 영국에서 활동 중인 세 명의 전문가 (이승호 – 숙박동 설계, 이인선 – 교육동 

설계, 현소영 – 건물 환경성능 분석)로 구성된 건축팀은 2016년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친 현지 방문과 

온라인 상의 회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6 년 01 월 – 은자메나 1 차 현지 방문 및 디자인 워크숍 

 2016 년 04 월 - 설계 관련 Research 및 계획초안 확정, 현장에서 시공 및 감리자 선정 

 2016 년 05 월 - 계획안 수정 및 도면 불어화, 사전인허가 등록 예정 

 2016 년 07 월 – EKC 2016 에서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발표 

 2016 년 11 월 – 2 차 현지 방문 및 구조/시공사 협의, 설계 변경, 흙건축 워크숍 

 2016 년 12 월 – 교육동 및 숙박동 착공 예정 

 2016 년 01 월 – 흙건축 공모전 오픈 예정 

 2017 년 03 월 – 설계팀 현장 방문, 흙건축 워크숍 및 시공 예정  

 2017 년 07 월 – 교육동 및 숙박동 준공 예정 

 

2차 현지 방문시 교육동과 숙박동 설계에 이어 차드 현지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의 

기술력과 자재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흙집 Prototype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은자메나 시내 북쪽에 위치한 두고나가 마을 (Douguinaga Village)을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하여 현지 

마을 사람들에게 지원될 흙집 디자인을 위해 흙건축 공모전 및 재료 연구, 디자인 워크숍 및 현장 시공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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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1 Location (Macro View) 

 

 

Figure A.22 Site Location (Micro View)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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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현지조사 

1) 현장 조사 

1 차 현장 조사 및 디자인 워크숍은 2016 년 1 월 15 일-19 일, 4 박 5 일간 진행되었다. 현장 방문 중 

수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점검, 부지 레벨 및 경계측량: 측량은 현지 업체인 Laboratoire Du Ba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지질조사 결과 기초레벨을 지면 이하 3m 로 

판단되었다.  

 인근 건축물 견학: 인근 신축 게스트하우스 및 신축 주택, 호텔을 방문하여 현지 시공수준 및 자재와 

공법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였다.  

 자재공급사 방문: 은자메나 시내에 위치한 건축자재시장의 자재공급사들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공급이 가능한 건축자재에 대해 파악하고, 외부에서부터 수입을 고려하여야 하는 자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벽돌 강도 테스트: CCDM 에서 직접 제작한 흙벽돌의 구조분석을 위해 Laboratoire Du Ba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실험실에서 강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흙벽돌 두가지 샘플의 강도는 각각 

5.3/5.5MPa 로 확인되었다. (참고: 20cm x 50cm 콘크리트 블럭의 경우 4MPa) 

 

 

Figure A.23 [좌상] CCDM 제작 흙벽돌, [좌하] 벽돌 강도시험, [우상] 현지 자재시장, [우하] 현장 

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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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석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Sub-Saharan Area)에 위치한 차드의 은자메나는 쾨펜의 기후 구분 (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에 의해 짧은 우기와 비교적 장기간의 건기를 보이는 반건조기후 (Semi-arid 

climate)로 분류된다. 연평균 510mm 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일사량으로 인한 

증발산이 활발하여 건조기후로 구분된다.  

 

Figure A. 24 아프리카 기후 구분 

 기온: 은자메나의 연중 기온을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한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32 °C 를 넘지 않는 달은 일년에 8 월 한 달뿐이다. 그러나 가장 더운 3-6 월을 제외하고 

은자메나의 밤기온은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하다. 밤낮의 기온차를 활용하는 방안, 자연형 환기 및 

냉방을 위한 디자인 요소의 적용이 필요하다.  

 습도 및 강우량: 은자메나는 가장 더운 3-6 월이 지난 직후 우기에 접어든다. 우기는 6-9 월간 

지속되고 8 월에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며, 이 시기에 습도가 가장 높다. 6-9 월을 제외한 나머지 

8 달은 기본적으로 건기에 해당한다. 건기 및 우기에 따른 가습 및 제습을 위한 디자인 전략이 

요구된다.  

 일조량: 은자메나의 일일 일사량은 4~6 kWh/m2 이며, 이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일사량이다. 태양광 및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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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류 및 주풍향: 건기의 주풍향은 북풍 (NNE)으로 평균 3.2m/s 의 풍속을 가지며, 우기에는 남서풍 

(SW)으로 평균 2.4m/s 의 풍속을 보인다.  

 

 

 

 

Figure A.25 은자메나 기후 데이터 – [상] 온도 / [중] 습도/ [하]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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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6 은자메나 기후 데이터 – 기류 및 연간 주풍향 

 

Figure A.27 대상 부지의 계절 및 시간대별 태양고도 및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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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자재 및 시공기법의 반영 

건물을 설계할 때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건축자재와 현지 시공자들의 기술수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시공비를 절감하면서도 더 나은 성능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현지의 재료 및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직장훈련을 통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자립적으로 건물의 유지관리 단계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은자메나 현지 마을의 거주 시설은 주로 소똥과 짚을 섞어 만든 흙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벽돌은 

나무형틀을 이용해 손으로 일일이 찍어내고 건조시며 만든다. 평지에서 건조시킨 벽돌을 쌓아 자체적으로 

가마형의 구조물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자 열매 (Rônier)를 벽돌 사이사이에 

끼워넣고 이 가마 구조물 전체를 진흙으로 발라 밀폐시켜 이 열매를 연료삼아 벽돌을 굽는다. 한 차례 

구워진 벽돌은 강도가 증가해서 외기에 잘 견딜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된다. 

진흙은 가격이 저렴하고 지역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재료라는 면에서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신축건물의 주 자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활용 자재, 목재, 피형 강판 등도 쓰인다. 이렇게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콘크리트 사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Figure A.28[좌상] 벽돌을 굽기 위한 가마구조 쌓기, [좌하] 벽돌을 굽는 데 연료로 사용되는 열매 

(Rônier), [우상] 벽돌 제작, [우하] 은자메나의 활발한 벽돌 생산을 보여주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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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에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지에서 흔히 적용되는 방식으로 현지 시공자들이 

숙련되어 있고 구현하기 쉬우며 내구성이 강하여 차후에 건물의 유지 관리가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 콘크리트 프레임 (Simple reinforced concrete frame)에 채움벽으로 주재료인 

흙벽돌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되었다. 

 

3.1.3. 사례조사 

1) 현지 신축건물 사례 

은자메나에는 다양한 공공기관,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등의 건축물들이 건설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축 건물들은 주로 선진국의 디자인과 공법을 차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방식과 유리 커튼월 등의 

현대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시공 품질 및 해당 지역조건에 맞는 디자인의 적합성, 

실질적인 건물의 성능에 대한 부분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과 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어진 은자메나의 건물들은 더운 환경에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식 냉방에 

의존함으로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상황은 

불안정할 뿐아니라 그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다. 조명의 공급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공급도 제한적이다. 특히 이런 제반 환경은 결국 은자메나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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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9 [좌상] EMI 시공 게스트하우스, [좌하] 외국인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우상] 병원시설- 

Hospital Bon Samaritain, [우하] 신축 레스토랑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지에서 조달가능한 건축자재와 시공방식을 분석하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은자메나 시내의 유사 시설 및 신축 건물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에 대해 분석하게 되었다.  

 구조체: 기둥과 보는 주로 철근콘크리트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은 

주로 목재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벽체: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조 골조에 채움벽으로 주로 시멘트 블럭이나 적벽돌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멘트 벽돌이 주재료를 이루고 있다. 

 바닥: 바닥은 현지에서 우후디 (Hourdis)라고 불리는 빔 앤 블럭 바닥시스템 (Beam and block 

floor system)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빔 (Precast Concrete Beam) 사이에 

시멘트 블럭을 끼워 넣은 후 그 위에 압축력을 받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다. 

 지붕: 지붕구조의 대부분이 철제 트러스와 절곡강판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들은 절곡강판보다는 저렴한 골함석판을 사용하고 있다.  

 

2) 흙건축 사례 

흙건축의 사례는 아프리카의 전통 건축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은자메나에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가우이 (Gaoui)마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올린 지역의 옛 지도자 술탄 (Sultan)이 

거주하던 건물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생활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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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에는 직달일사의 실내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맞통풍을 통한 환기 (Cross Ventilation)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벽면에 비교작 작은 크기로 여러개의 오프닝이 건물의 앞뒤면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A.30 가우이 마을의 옛 지도자 술탄 거주지 

차드 인근 카메룬 (Cameroon)의 북단에 또 다른 흙건축 사례로는 마요 다나이 (Mayo-Danay) 및 

마가 (Maga) 지역에 거주하는 무스금 (Musgum) 족의 진흙집이 있다. 이 진흙집은 구조적으로 넓은 

실내공간을 구현하고 하중을 견디면서도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에 유리한 역아치 (Reverse 

catenary arch)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돔 형태 집의 높이는 약 9m 에 달하며, 최상부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으면서도 굴뚝효과 (Stack ventilation)을 통해 전체 실내공간의 환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작은 오프닝이 설치되어 있다. 벽체의 두께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두껍고 상부로 갈수록 얇아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꽤하였으며, 이러한 돔형태 자체는 우기에 우수 배수를 위해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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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1 무스금 족의 진흙집 

세계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슬람 건축 젠네 대사원 (The Great Mosque of Djenné)도 

대표적인 흙건축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젠네 대사원은 12-13세기경 이슬람교가 사하라 사막을 넘어 

남쪽으로 전파되면서 지어졌으며, 진흙벽돌로 쌓아올린 특이성과 희귀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에 1m 간격으로 60cm 정도 돌출시켜 설치된 토론 (Toron)이라고 불리는 야자수 목재는 

건물의 장식적인 효과를 가미한 것이기도 하며, 매년 사원의 내외벽에 진흙을 발라 보수작업을 하는 

크레피사주 (Crepissage) 작업시에 작업자들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또한 건물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세라믹 재질의 오픈형 배관은 우수가 벽체를 따라 흘러내리지 않도록 벽면에서 

이격하여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건물의 하부가 홍수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에서 

3m 정도 높여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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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2 젠네 대사원 전경 

사막의 맨하탄이라 불리우는 중동 예멘 (Yemen)의 시밤 (Shibam) 요쇄 또한 흙건축의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도시는 흙벽돌로 지어졌는데 그 높이가 대부분 8-9층으로 약 

30m에 달한다. 시밤 요쇄는 밀도가 높아 고층건물의 시공을 요구하는 도시 건축에도 흙을 주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Figure A.33 예맨의 시밤 요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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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설계안 

1)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원칙 

현지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구축을 위해 은자메나 시내에 시공될 숙박동 및 

교육동의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역 기후조건과 지형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공사비를 고려하여 비용 및 성능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한다.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디자인을 한다.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유지하면서도 일사량에 의한 열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건물을 설계한다.  

 현지 기술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건축 기술과 자재를 고려한다.  

 

2) 숙박동 계획안  

[1 차 계획안] 패시브하우스 설계안 

1 차 계획안은 편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재와 공법을 고려하였으며 현지의 기후데이터 분석을 통해 

패시브하우스 (Passivhaus)방식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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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4 [1 차 설계안] 동측외벽 및 지붕 

 

Figure A.35 [1 차 설계안] 실내 아트리움 투시도 

건물의 중심부는 아트리움 (Atrium)으로 처리하여 건물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대류를 이용한 자연환기로 자연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붕은 

지붕사면이 일사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지붕 하부공간의 열고임을 방지하면서도 아트리움내 공기를 

지붕 하부의 개구부로 배출하여 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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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외벽의 요철형 입면은 직달일사의 유입을 막아 냉방부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북쪽의 간접광 

유입을 허용하고, 주풍향인 북풍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를 유입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도록 설계하였다. 

건물의 전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그 프레임을 형성하고, 채움벽으로는 현지에서 제작하는 

흙벽돌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Figure A.36 [1 차 설계안] 실내 환기 원리를 보여주는 단면도 

1 차 설계안은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는 흙벽돌을 사용하고 패시브하우스의 원리를 반영한 디자인이 

제시되었으나, 적용하고자 했던 주요 자재들의 수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차 계획안] 흙건축 설계의 개선안 

2 차 계획안에서는 숙소동에 흙벽돌만을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를 제안하였다. 기본적인 평면계획은 1 차 

계획안의 것을 유지하되, 기초와 기단부, 그리고 계단을 제외하고 모두 흙벽돌 구조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설계안에 적용된 흙벽돌은 진흙을 압축성형한 뒤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제작한 기존의 흙벽돌에 비해 밀도와 강도가 훨씬 높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압축하는 매뉴얼 프레스 (Manual Press)는 약 5 톤의 압축력으로 벽돌을 성형하며, 이를 통해 제작된 

벽돌의 강도시험 결과 시멘트 블록의 설계강도 (4.0MPa)보다 높은 5.5MPa 의 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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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7 [2 차 설계안] 흙벽돌구조로 제안한 설계안의 조감도 

현지에서 제작되는 흙벽돌의 장점은 일반적인 적벽돌과 같이 벽돌을 굽는 과정 및 생산지와 공장에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차 계획안에서 

반영되었던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2차 계획안의 모든 개구부의 인방은 원형 아치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슬래브 또한 볼트 (Vault) 구조가 적용되었다. 

 

Figure A.38 [2 차 설계안] 흙벽돌구조로 제안한 설계안의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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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9[2 차 설계안] 흙벽돌구조로 제안한 설계안의 단면도 

볼트구조는 수직하중이 작용할 경우, 각각의 단위 아치가 양단으로 밀리는 횡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볼트 상부를 흙으로 매워 완결된 구조로 시공하기 때문에 얇게는 45cm, 두껍게는 

60cm의 천장 슬래브가 생기며, 이렇게 채워진 부분은 축열체 (Thermal Mass) 역할을 하게 된다.  

지붕 또한 강판과 철제 트러스가 아닌 최소한의 철제 기둥과 와이어 (Wire)로 인장을 가한 텐트구조를 

적용하여 그늘을 형성하면서도 이 텐트의 재질을 투과하는 간접광이 자연스럽게 아트리움 내부로 

유입되어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중 캐노피 형식으로 구성된 이 텐트구조는 아트리움에서 

상승하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한 기류가 형성될 경우에 텐트구조 전체가 

상승기류의 부하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3/4 차 계획안]  

초기에 프로젝트 팀의 디자인 워크숍에서 협의한 설계안의 순수한 목표에 따르면 현지의 전통적인 

시공방식인 흙벽돌 구조로 신축 숙소동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2 차 계획안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흙벽돌구조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현지 제작 

벽돌에 대한 품질과 현지 시공자들의 기술력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공 완성도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1 차 계획안의 강점으로 제안되었던 콘크리트 구조와 구운 적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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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벽을 반영하고, 2 차 계획안에서 제안되었던 텐트구조의 지붕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3 차 계획안을 발전시켰다.  

 

Figure A.40 [3 차 설계안] 조감도 

 

Figure A.41 [3 차 설계안] 외벽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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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42 [3 차 설계안] 바닥상세도 

3 차설계안에서는 최종 공사비 예산에 대한 부분과 현지 시공기술에 대한 문제로 우수집수에 대한 

가능성 및 지붕공간의 활용성 등 여러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던 텐트구조의 지붕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게 되었다. 4차 설계안에서는 동측 외벽이 단순화되었고, 3층 옥탑부와 지하층이 제외되었다. 

지붕구조는 철제트러스 상부에 강판쉬트로 처리하고 그 하부공간의 통풍을 유도하여 열고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Figure A.43 [4 차 설계안]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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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44 [4 차 설계안] 투시도 

3) 교육동 계획안 

한 공동체가 조화롭게 번창하려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업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직자 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거나 급여를 

받게 되면서 가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이 교육센터에는 

개발도상국의 벤쳐 사업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은 다른 사회 프로젝트나 인도주의 행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설립에 기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다. 

건물 배치에 있어 향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은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주로 덥고 건조한 차드의 기후를 디자인에 반영하여, 외기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실내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건물 주변과 실내 공간으로의 자연환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최적화되어 구현될 경우, 건물의 이용자들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설계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략적으로 결정했다. 외벽선보다 돌출된 지붕, 창문의 개폐방식, 그리고 

덧창 형식의 차양, 맞통풍을 고려한 환기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채광성능과 열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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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45 교육동 – 건물의 향을 고려한 배치 1 

 

Figure A.46 교육동 – 건물의 향을 고려한 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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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건물 주변 식재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대상 부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식재들은 최대한 보존하고, 건물 외벽선에서 적정거리를 이격시킨 위치에 새로운 식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음영공간을 제공하고 직달일사의 실내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식재를 

통한 음영영역을 더 늘리고 생물의 종다양성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외벽을 따라 덩굴성 식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Figure A.47 재활용 병을 활용한 외벽 채광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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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48 교육동 1 층 평면도 

 

Figure A.49 교육동 2 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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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50 지붕구조 예시 

지붕의 형태와 향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고려하여 해당 면적과 최대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지붕면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건물의 전력은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기간 중에 추가 비용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 공간으로 로비나 카페 

공간에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시설이나 벤치를 설치하고 인터넷 접속 공간과 독서 코너 등을 계획하는 

것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독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서적들과 다른 교육 자료를 둘 수 

있는 보관 공간, 강의실 벽면에 교육 성과물을 전시를 위한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Figure A.51 음영분석 – 교육동 및 숙소동 시공 전후 / 하지 및 동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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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숙박동과 교육동 설계안이 반영되는 전후의 변화, 두 건물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환경으로부터 두 건물이 받게 되는 환경적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음영분석, 조도분석, 기류분석 등 다양한 환경 성능 분석도구들이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과정 및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설계안의 환경성능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A.52 주풍향 및 풍속에 따른 기류분석 

3.1.5. 결론  

은자메나의 대상 부지에 제한적인 공사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기술력 및 건축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적정기술을 반영하는 데는 많은 도전과 노력이 수반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이해해나가는 것부터, 펀드레이징과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여러가지 안건들을 결정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종전과는 다른 접근방식들이 요구되었으나, 현지에 적용될 수 있을 건축분야의 적정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설계안을 발전시켜나가고 착공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프리카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향후 많은 성장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에너지, 노동력, 

자연조건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차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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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하기 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분야에서는 특히 현지에서 오랫동안 환경조건에 맞춰 진화해 온 건축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현지 기술자들과 소통함으로서 시공 및 자재 생산의 품질을 현대적인 

기술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고, 건축 산업의 다양한 세부분야가 현지 건설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자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교육과 기술의 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A.53 아프리카에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좌상] 태양광 손전등, [좌하] 바이오가스 

에너지, [우상] 소형 풍력발전, [우하] 태양열 조리 

특히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같이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기술이 

향후에 아프리카 지역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적정기술이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됨에 따라 현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자립 등 긍정적인 효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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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반성장을 위한 챠드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2015 년 2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가 아프리카 차드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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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와 국제적인 NGO인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의 차드 지부가 함께 주관한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총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챠드 남동쪽에 위치한 Sarh 시의  농업 환경 

국립대학교인 사르 대학교 University of Sarh 에서  3 일간 국제 컨퍼런스와 적정기술 경진대회가 

개최되었고,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 N’Djamena 에서는 교과서 편찬위원회 관계자들과 과학기술 

교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은자메나 N’Djamena 인근의 공동체 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Ref: Wikipedia Chad South Korea 
Chad / S. 

Korea 

Independence 11 Aug. 1960 15 Aug. 1945  

Surface Area [km
2
] 1,284,000 km

2
  100,032 km

2 

(Korea: 219,140 km
2
) 

12 times 
bigger 

Water [%] 1.9 % (24,396 km
2
) 0.3 % (301 km

2
) 

(Korea 2.8%) 

81 times 
more 

Population 10 Million 50 Million 

(Korea 74 Million) 

1/5 

GDP (PPP 2011) Total 

 Per capita 

19,543 B.$ 

1,865 $ 

1,755,000 B.$ 

34,777 $ 

1/20 (5%) 

GDP (nominal) Total 

 Per capita 

9,344 B.$ 

891 $ 

1,271,000 B.$ 

25,189 $ 

1/28 (3.5%) 

Military spending 2.0% GDP (186 B.$) 2.6% GDP (33,000 B.$)  

Military Soldiers 30,000 soldiers 

(3 million fit for service) 

650,000 soldiers 

(3.2 milllion reserve) 

 

Literacy ~ 33% > 99%  

Language French / Arabic / Hausa 

+ 100 other languages 

Korean  

Ethnic Group 27.7%  Sara 

12.3%  Arab 

11.5%  Mayo-Kebbi 

  9.0%  Kanem-Bornou 

  8.7%  Ouaddaï 

  6.7%  Hadjarai 

  … 

98.7%  Korean  

Religion (in %) 55% Muslim 

22% Catholic 

18% Protestant 

  3% None 

  1% Folk 

  1% Other 

46%  None 

23% Buddhist 

18% Protestant 

11% Catholic 

  1% Folk 

  1% Other 

 

Table A.1 챠드와 남한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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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정 중앙,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위치한 Chad 챠드는 남한의 12 배가 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는 천만여 명 정도로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이다. 한편, 챠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챠드의 2014년 일인당 GDP는 2,047 USD이지만, 일인당 

성인의 평균재산이 1,169 USD (ref: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4)로,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한해 평균 수입의 절반 정도만이 성인의 평균 재산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재산이 없는 나라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 는 33,049 USD 이며 성인의 평균 재산은 

95,664 USD로, 한국인은 연평균 수입의 3배에 해당하는 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반성장 컨퍼런스가 개최된사르 대학교는 농업대학, 공업대학, 인문대학 및 자연대학의 4개 학부로 

이루어진 종합 국립대학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챠드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이상의 과정이 

없으며, 유럽의 대학시스템을 본따서, 대학은 3학년제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개최장소인 농업대학의 

3 학년과정 학생들 전원과 공업대학 및 자연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을 포함 총 

100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I-DREAM의 대표로 참석한 3인의 연사 (김도원, 김은정, 최경일) 가 각자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 및 

동반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첫날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배워야 할 교훈, 

협동조합의 장점과 설립 및 운용방법 등 차드의 동반성장에 필요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자원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태산업 개발,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을 수리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우주개발과 차드에서 실현가능한 우주기술의 응용 등 

참석자들의 전문성을 살려 차드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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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54 Sarh 대학교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Figure A.55 프랑스의 최경일 박사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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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56 프랑스의 김은정 박사가 협동조합에 관한 발표하고 있다 

 

 

Figure A.57 영국의 김도원 박사가 생태산업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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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Sarh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며 진지한 질문들을 하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운 날씨에 통풍도 충분하지 

않은 강의실을 매운 60 여명의 학생들은 밤 늦도록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질의와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었다.  

둘째 날에는 Sarh 대학교 학생들의 적정기술 경진대회도 개최되어 참가한 모든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오전에는 먼저 적정기술에 대한 소개 및 적정기술 경진대회의 안내와 함께 사업화 계획에 대한 

작성 및 발표 요령이 설명되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활기찬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굿네이버스 차드 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차드에서 개발하여 상용화 하고 있는 건망고 사업, 숯 제조사업 

등 적정기술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숯 제조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Figure A.58 박근선 굿네이버스 차드 지부장이 사탕수수로 숯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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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사르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적정기술 사업화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대학생 

2~6 인으로 구성된 8 개의 팀들은 각기 논의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적정기술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의 시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업 구현을 위한 제반 조건, 예산 

등을 담은 ‘사업 기획안’을 준비하였다. 각 팀의 사업 기획안이 발표될 때마다 그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뜨거운 토론이 전개되었고, 더운 날이었음에도 밤 늦도록 각기 소속 팀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조언하는 등 토론의 열기가 이어졌다. 

발표된 사업화 아이디어들은 챠드의 현지 환경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로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사르가 농업지역이고 사르 

대학교가 농업과 환경에 특화화된 대학인만큼 농축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그 

생산물을 최소의 설비투자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주로 제안되었다. Sarh 인근에서 잘 자라며 

챠드인들이 차로 매우 즐겨 마시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특산 식물의 가공사업 제안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외에도 학술적인 연구 아이디어나 지역과 무관한 IT기술 아이디어도 발표되었으며, 이날 

오전까지 발표되었던 사업화 계획 작성 요령과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흔적도 엿보였다. 

 

Figure A.59 사르 대학교 학생들이 적정기술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청중들과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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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0 사르 대학교 학생들이 적정기술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청중들과 토론하고 있다. 

3 일차 오전에는 우수 사업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사르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전날 발표된 사업화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고심 끝에 3 개 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수상 대상 팀과 수상 이유가 발표되자, 전날의 피곤도 잊은 채 아침 일찍부터 모인 학생들은 탄성과 

탄식을 교차하며 수상 팀을 축하하였다.  이중 최우수상은 농업 폐기물 등을 발효하여 바이오 가스와 

퇴비를 생산하는 Bio-digester 를 개발하겠다는 팀에게 돌아 갔으며, 그 아이디어의 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1000 USD 상당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었다. 이 밖에 식품냉장보관 사업 및 사르 지역의 특산 

식물 가공사업 등의 사업화 아이디어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제작된 태양광 충전기가 지급되어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굿네이버스 관계자들, I-DREAM 멤버들, 사르대학교 교수들, 국회의장실 비서진 등 

이 행사를 주관한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행사를 축하하고 학생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격려를 보냈으며, 이를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기가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굿네이버스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굳게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I-DREAM 은 진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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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준 학생들의 참여 열의에 감사하면서 수상되지 못한 사업 아이디어들도 

우수한 내용이 많고 잠재성이 크므로 사업화 의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요청하였다.  

 

Figure A.61 적정기술 아이디어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팀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Figure A.62 I-DREAM 에서는 사르 대학교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선물로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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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이후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점을 감상을 듣는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외지에서부터 자비로 교통비를 지불하고 

사르대학까지 와서 다양한 내용을 발표해 준 굿네이버스와 I-DERAM에 많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고, 개인보다는 팀으로 함께 

협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배웠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계속 더 

발전시켜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적정기술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교 안에 실험실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굿네이버스 및 I-DREAM에게 

향후에도 사르 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쉬운 2 박 3 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4 인승 경비행기편으로 수도인 은자메나에 돌아온 

참석자들은 쉬지않고 방문일정을 이어갔다. 

수도 은자메나에서는 챠드의 교과서 편찬위원회와 어린이용 과학교과서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교과서 편찬위원회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챠드의 어린이 과학교재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챠드의 과학 교과서들을 살펴 보았으며, I-DREAM 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어서 I-DREAM 의 참석자들은 굿네이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들을 방문하여,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굿네이버스가 추진해 온 학교 설립, 지하수펌프 개발, 도서관 

건립, 지역주민개발센터 개발, 치즈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례들을 둘러 보았다. 굿네이버스는 설비 제공 

중심의 일방적인 시혜성 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기 마을을 주도하여 

개발하는 지역주민 자치의 지역개발 원칙을 설명하였고 그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비교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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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3 현지 공동체 방문 중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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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4 I-DREAM 에서 제공한 도서들로 개관을 할 수 있게된 초등학교의 I-DREAM 도서관 

 

아울러, I-DREAM 참석자들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챠드의 국회의장 Haroun KABADI 박사를 

예방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하여 참석한 유럽의 I-DREAM 협회 회원들 전원에게 무비자 

입국과 함께 사르에서의 행사기간 동안 숙식 일체를 제공한 국회의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르에서 진행된 행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사업개발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험실 건립 등 대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였다. 또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도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I-DREAM 과 굿네이버스의 활동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향후 국가간의 협력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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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5 챠드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한편, 굿네이버스 차드지부와 I-DREAM 은 2 월 12 일 MOU 를 체결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서관 책 기증사업, 세미나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전환, 

실질적인 소득증대 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차드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이지만 많은 잠재성을 갖춘 개발도상국이다. 지난 10 여년전부터 

새로이 발견된 유전으로 산유국의 위치를 획득하였고, 현재 매년 10%의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1990년에 집권한 현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정부를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보건에 있어서도 니제르나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병되어 미국 및 유럽에까지 발병 케이스를 보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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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의 국가적인 방역노력에 힘입어, 발병국의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한국의 (사) 나눔과 기술, 한동대힉교 그린적정기술연구센터 등에서도 차드를 

방문하여 현지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수년 전 굿네이버스와 SBS 가 

공동으로 주관한 희망 TV 프로그램에서도 챠드의 상황이 소개되었고, 한국의 지원을 독려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여러 기관과 협회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챠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ODA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여러 

활동가들에 따르면, 주변국에 비하여 치안상태가 매우 안전하고, 가난하지만 산유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방문 위험국으로 분류됨으로써, 공적 대외 원조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민간차원의 지원 및 교류협력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사급 외교관계가 없어서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없는 점도 한인단체들의 활동을 고무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원외교를 위하여 현지에 미국보다도 더 큰 대사관을 운영하면서, 

은자메나 외곽에  정유공장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자원외교가 

아직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곳이구나 하는 점도 깨달을 수가 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현지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니~하호~"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청해온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친구들이 중국의 상하이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향후 10 여년간 5%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챠드와 같은 

국가에서 지역 공동체의 생활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한국인들과 한인단체의 숫자가 늘어나고, 

아프리카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한국의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의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교훈을 아프리카 

차드에 전달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챠드 현지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유럽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보고 격려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발표자료들은 I-DREAM 공식 웹페이지 (www.idream4all.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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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년을 위한 적정기술 캠프 

유럽에 사는 한인 2 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유럽인의 문화와 환경을 받아들여 

자라나는 세대이다.  이들, 한인 2세들이 유럽안에서 자라,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세계 

경제상황과 빈부격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 적정기술의 개발과 이의 적용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인류공영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나눔과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교, 연구기관들이 동참하여, 해마다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아카데미). 유럽에서도 I-DREAM의 적정기술 

캠프가 이러한 한인들의 노력에 동참하는 유럽 한인의 행사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를 

위하여 해마다 한인 2세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1) 한국의 창의융합설계아카데미 (대학생 대상) 벤치마킹  

 (한동대: http://hicee.handong.edu/, 나눔과긱술: http://www.stiweb.org/)  

 취지: 현대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적정기술로써 해결책을 

시도하는 전국 대학생들 대상의 단기 공학설계 교육캠프 

 파급효과 

- 설계교육을 통한 공학설계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이론과 사례강의를 통한 

공학설계 과정의 이해를 도움, 적정기술의 설계를 소재로 한 공학설계 과정을 체험, 

개발도상국의 현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참여시켜 전공을 통한 다학제적 협업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램의 개발과 보급  복합 학제적 팀워크, 의사소통, 공학의 사회적 영향력 

이해와 공학윤리, 국제화 등 다양한 학습성과 동시 향상 

- 국내 적정기술 교육 및 연구의 붐 조성: 2008 년도부터 개최된 본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학설계아카데미의 성공적 수행 결과로 홍보 확산 활동으로 

이어져 매년 적정기술 공학설계아카데미를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이 늘어남, 국내의 

타대학에서도 적정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적정기술 관련 연구소, 적정기술 관련 

경진대회, 적정기술 관련 단체들의 탄생, 학술대회에서 적정기술 관련 세션 등의 출현, 

적정 기술 포럼 개최 등의 결과를 끌어냄 

 

http://hicee.handong.edu/
http://www.sti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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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REAM 적정기술 캠프 organization  

 프로그램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I-DREAM 적정기술 캠프 

 일시:  2016년 7월 27 (수)-29 (금)  

 장소:  독일 베를린 Estrel Hotel Conference Center 

 대상: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중/고등학생 (2002년 출생이전) 

 튜터:  I-DREAM 회원들,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프로그램 주목적:  적정기술 소개 및 비전 제시  

o 적정기술 개념 교육 

o 아프리카 적정기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공학설계 개념 적용) 

o 적정기술 이해를 위해 동반성장 세션에 참가 

 

 

Figure A.66 I-DREAM 제 1 회 적정기술 캠프 포스터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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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REAM 적정기술 캠프 프로그램 

 7 월 27 일 (수) 7 월 28 일 (목) 7 월 29 일 (금) 7 월 30 일 (토) 

0900-1030  Lecture 1 African 
Field Problems 

Group Activity 4 

PPT preparation 

 (제출 마감 12:00) 

I-DREAM session 3 

1030-1200  Group Activity 1 

Problem 

Identification 

I-DREAM General 

Assembly 총회 

1200-1300  Lunch 점심식사 Lunch 점심식사 Lunch 점심식사 

1300-1430 Registration 

참가자 등록 

Lecture 2 Design 
Process Overview 

Group Presentation I-DREAM Workshop 

1430-1600 

 

I-DREAM Sessions 

동반성장 세션 1 & 2 

참가 

Group Activity 2 

Concept Design and 
Poster Presentation 

for Concept Design 

Lecture 4  

I-DREAM vision 

Group Discussion 

Group Photo 

 

1630-1830  

1900-2030 EKC2016 저녁만찬 캠프 저녁식사 EKC2016 저녁만찬 

+ 시상식 / 캠프 

폐막식 

 

2030-2200 Camp Orientation 

Ice-breaking 

Grouping with 
Tutors 

Lecture 3 

Feedback from 

poster & 
presentation review 

Group Activity 3  

PPT preparation 

I-DREAM group 
discuss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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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REAM 적정기술 캠프 강의 및 워크샵 활동 

무엇보다 본 캠프에는 강사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공학, 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수행중인 학생들이 튜터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 및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적정기술 의 개념을 소개하고 과학기술과 나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조별로 아프리카 적정기술 문제들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문제 정의, 해결방안 찾기 등 공학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조별로 발표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Figure A.67 Africa Field Problem Group Activity 

 

Figure A.68 Design Process Lecture and Group activity 

 워크샵 1 - 모저 램프 실험 

- 원리 (위키피디아): 개발자의 이름 (Alfred Moser)을 따 '모저 램프 (Moser lamp)'라 

불리는 이 조명은 다음의 간단한 과정을 통해 제작 및 시공 된다. 먼저 음료수 

병으로 주로 이용되는 1.5-2L 들이의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물로 가득 채운다. 

다음으로 여기에 녹조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약간의 세제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지붕에 구멍을 뚫어 병을 꼭 맞게 끼운다. 이렇게 설치된 병은 낮 

시간 동안 햇빛을 반사시켜 실내를 밝히게 되며, 그 밝기는 40-60 watt 규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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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하나에 달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장치는 5 년간 지속될 수 

있다. 

  
Figure A.69 Design Workshop 1 모저 Lamp Experiment 

 

 워크샵 2 - Seed ball 

- 원리 (위키피디아): Seed balls, also known as "earth balls" or nendo dango, consist 

of a variety of different seeds rolled within a ball of clay, preferably volcanic 
pyroclastic red clay. Into this medium various additives may be included, such as 
humus or compost. These are placed around the seeds, at the center of the ball, to 
provide microbial inoculants. Cotton-fibres or liquefied paper are sometimes mixed 
into the clay in order to strengthen it, or liquefied paper mash coated on the outside 
to further protect the clay ball during sowing by throwing, or in particularly harsh 
habitats. 

 

    
Figure A.70 Workshop 2 Seed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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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DREAM 적정기술 캠프 Group Activity (조별 발표자료 중심) 

(a) 대상 수상 그룹의 발표자료 

노벨상팀 (11-13세): 남다연, 남다희, 배정빈, 황노아, 김진우, 박관영,  

담당튜터: 김수인, 김지은, 박미현, 석슬기, 정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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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타 그룹의 발표자료 

 

 

사랑해조 뽑아조 기억해조 (14 세): 김민주, 유은솔, 이수빈, 이형빈 

담당튜터: 신희성, 정우영, 윤수영 

 

 

BSG 팀 (18 세): 정해찬, 신영철, 신해철, 김재현 

담당튜터: 이성호, 이종석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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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K (14 세): 폴영준, 장근환, 유연우, 노악다니엘, 베크너팀나 

담당튜터: 이광준, 이종훈, 최지민 

 

 

일단먹고보조 (15-16 세): 이동훈, 이지형, 유선우, 배수빈, 최영재, 김지윤 

담당튜터: 김수완, 김예림, 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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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ecious (17 세): 이지원, 문한울, 권성우, 박세영 

담당튜터: 김정모, 나대엽,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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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Dream Day (젊은 과학도와 함께 하는 포럼) 

2016 년 2 월 20 일 토요일에 빠리의 첫번째 I-DREAM Day 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세미나와 토론에 참석하였고, 발표자들은 왜, 어떻게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https://3.bp.blogspot.com/-9tVse6nRVP8/VtYpOnGefVI/AAAAAAAAKO8/PM-DMnyp8l4/s1600/P1090725.JPG
https://3.bp.blogspot.com/-pjxazegU7UI/VtYpPB2MumI/AAAAAAAAKPA/rFp-Otg3xUE/s1600/P10907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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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집필진> 

 

김도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를 마친 후 에너지 화학기업에서 

15 년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영국 Lord Ashcrof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국 Cambridge 에 위치한 

TransSientia 에서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2014 년부터 유럽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 협회인 I-DREAM의 창립 멤버이자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2013 년에 재영국한인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2011 년부터 

Europe-Korea Conference (EKC) 학술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4 년부터 유럽 

에너지 환경 한인 전문가 포럼 (K4EF) 의 대표로 동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분야는 산업생태학이며, 특히 생태산업개발과 자원효율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근래 아프리카에서 농업에 기반한 생태산업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윤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학위 후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핵융합관련 소재에 대한 구조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현대기아연구개발본부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5-2007) , 국가 핵융합연구소 

ITER 부품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08-2011), 현재는 ITER 

국제기구에서 TBM 분야의 기계부문 책임자로 2012 년부터 재직 중에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적정기술과 관련해서 CFSE 및 나눔과 기술에서 활동하였으며 

차드의 건망고 및 사탕수수숯 프로젝트 (특허청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 적정기술, 36.5도의 과학기술 » 저서를 감수하였다. 또한 2013년 I-DREAM 

협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총무이사로 I-DREAM 주요 프로젝트 및 

차세대 개발 프로그램 (청소년 적정기술캠프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은정 

KAIST 산업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를 마친 후 2010 년 영국 런던대학교 

Royal Holloway 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몽펠리에의 

LIRMM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 (2010-2011)을 거쳐 현재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1 급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론 전산분야에서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복잡도 이론, 그래프 및 조합적 대상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타나는 계산문제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CNRS 에서 매년 젊은 

연구자들 중 선정해 수여하는 메달 (medialle bronze)에 2017 년 전산 분야 

후보 2인 중 하나로 추천되었다. 2013년부터 I-DREAM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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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 년 초부터 

전자코를 개발하는 (주)센스엔센서를 설립 하고 2007 년 6 월까지 경영하였다.  

2009년 2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프랑스 뚤루즈에 위치한  CNRS- LAAS 

연구소에서마이크로 가스센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연구했다. 2013년 2월 

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뚤루즈에 소재한 전자코를 제작하는 기업인 알파모스에서 

개발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고 있다. 

 

심하나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했다. 천성산 

도룡뇽 살리기 운동으로 환경운동과 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플루토늄 산업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으로 과학, 

기술, 사회와 역사 과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I-

DREAM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승호 

프랑스 건축사로서 그룹 지음 ZI:UM 의 대표를 맡고 있다. 재 프랑스 건축가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I-DREAM 회원으로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흙건축 기술을 이용한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인선 

현재 영국 Reestor Ltd.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ZEDfactory Europe Ltd. 

한국 지부의 자문 역을 겸하고 있다. 한국, 중국, 영국에서 저탄소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하였다. 공공지원주택, 일반 주택과 상업단지 계획도 추진한다. 

이전에는 Building Design Partnership, PRP Architects, Cole Thompson 

Anders(Integer)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I-DREAM 회원으로 참여하여 아프리카 

저탄소건축에 힘을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경일  

KAIST 전산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Surrey 써리 대학에서 위성통신공학 석사, 

그리고 프랑스 Telecom Paristech에서 인공위성 통신 시스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항공우주국 CNES 와 독일의 유럽기상위성센터 Eumetsat 을 

거쳐 2000년 부터 현재의 Eutelsat S.A.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다. 

우리별 1 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용으로 국민포장 ( 1992 년) 및 세종상 

과학부문 (1992 년)을 수상하였다. 2011 년부터 Europe-Korea Conference 

(EKC)의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항공우주 전문가 그룹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 년부터 EKC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동반성장을 위한 세션을 주관하였으며, 2014년에 창립된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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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전세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럽의 역할과,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동반성장을 위한 적정기술 보급에 참여하고 있다.  

 

현소영 

영국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건축환경연구원 (Institute 

for Environmental Design and Engineering)에서 건물의 환경 및 에너지 

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디자인 / 엔지니어링 기업인 Ove 

Arup 에서 Sustainability Consultant 로 근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과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담론에 더불어 최근 건축환경이 사람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건설분야 적정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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