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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회구조와 인간본성

을 훼손하는 과학적⋅기술적 ‘해결책’은 아

무리 훌륭하게 고안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

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경제력의 집중과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거대

한 기계화는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움

직임을 역전시킬 발명이나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 누구

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값이 싸며, 소

규모 이용에 적합하고, 인간의 창조적 욕구

에 부합될 수 있는 것, 이러한 세 가지 특성

으로부터 … 영속성이 보장되는 인간과 자

연의 관계가 출현한다.

- E.F. 슈마허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쟁점과 대안

최근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발전, 거대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맞물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적정기술이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기술이다. ‘따뜻한 기술’, ‘착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사회

기술’, ‘나눔을 위한 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적정기술은 거대기술, 첨단기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확산되었다.

소규모 분산형, 친환경, 단순함, 저렴한 비용,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는 적정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가치체계이다.

적정기술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의 필요에 주목하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을 통해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 첨단기술이 

야기하는 인간 소외, 실업, 사회 양극화, 환경파괴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

또한 적정기술은 흔히 한물간 낙후된 기술이며, 개발도상국 가난한 사람들의 기술

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이 가진

기능을 현지 필요에 맞게 개선하거나 창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적정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업 혁신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정기술과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적용과 주류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적정기술 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적정기술을 공공서비스 혁신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40억 명에 달하는 소득 3천 달러 미만의 빈곤층(BOP：Base of the

Pyramid) 시장을 겨냥한 적정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BOP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ODA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 에너지,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분산형

적정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생활환경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하수처리 등 적정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자 참여 개방형 혁신 시스템인 Living Lab을 운영

하며, BOP 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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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적정기술의 과거와 현재,�개념의 확장

 적정기술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슈마허의 중간기술 개념에 의해 확산

○ 방직기술이 아닌 물레를 돌려 천을 짜는 전통적인 기술이 인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간디의 카디운동(Khadi Campaign)에서 적정기술 개념 태동

- 간디는 다수를 실업자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와해시키는 대량생산 기술에 반대하며

지역경제 자립에 도움이 되는 작고, 지역적이며 마을에 기반한 기술 옹호

○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생태계 파괴, 인간소외를 초래하는 

‘대량생산’ 기술의 폐해를 지적하며 분산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의 얼굴을 한

중간기술 주창

- 토착기술과 고도의 첨단기술 중간에 위치한다는 의미의 중간기술은 단순하며  

값싸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의미

○ 중간기술이라는 용어가 자칫 기술적으로 열등하거나 기술적인 측만 부각되어 

사회⋅정치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후 적정기술로 명명

•1966년 슈마허는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중간기술개발집단(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설립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로 현재 40여개  

개도국에서 활동, 7개의 지역 사무소
•출판사와 컨설팅 회사 등 2개의 자회사 소유
•비전 :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빈곤과 부정의가 없는 세상
•가치 : 빈곤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지속  

가능한 대안, 인간 중심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물⋅위생 및 폐기물 관리,

재해위험 경감, 기후변화, 인클루시브 마켓 등의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

자료 : Practical Action 홈페이지(http://practicalaction.org/home).

<슈마허가 설립한 ITDG(Practical Action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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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

○ 적정기술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적, 저비용, 친환경, 지역성, 사용자 참여,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가 중요한 조건

1. 자본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2.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한다.

3.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 한다.

5. 특정 분야의 과학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7.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8. 분산형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9.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사용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11. 지적재산권, 로얄티, 컨설팅 비용이나 관세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 김정태⋅홍성욱(2011).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pp.14-15.

<적정기술의 조건>

 적정기술의 재조명, 왜 지금 다시 적정기술인가?

 적정기술은 1960, 7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뿐 아니라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수단으로 관심이 증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쇠퇴1)

○ 적정기술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단체도 급격히 증가

- OECD 적정기술 목록에 적정기술 개발 및 장려를 위한 단체가 1977년 

680개에서 1980년에는 1,000개로 증가

○ 기존의 기술규범에 저항하는 작은 운동에서 시작된 적정기술은 국제기구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정기술 개발과 혁신을 주도하면서 부흥기 맞이2)

1)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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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자료 :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박물관
(http://www.cooperhewitt.org/

exhibitions/design-other-90).

-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미국 카터 행정부는 국가적정기술센터(NCAT)를

설치하여 저소득 커뮤니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정기술 적용 지원

○ 1980년대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거대기술 경쟁, 개도국 개발원조 효과성에 

대한 비판, 미국 레이건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 쇠퇴

 최근에는 시장주의, 디자인 등 적정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고 

개념 확장

○ 2008년 폴 폴락은 적정기술이 죽었다고 하면서 실패 

원인을 냉철한 기업가가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서투른 사람들이 기술적인 해답만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3)

○ 2007년 뉴욕에서 개최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전시회는 소외계층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책임 디자인 관점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끌고 적정기술의 개념과 적용이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4)

 적정기술은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재조명되면서 일자리 

창출,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적정기술은 1980년대 이후 대안사회 및 환경운동 영역에서 철학과 문제의식 

유지, 최근 따뜻한 기술, 착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로 개념 확장 및 재조명

2) 1976년 미국개발은행 ‘중간기술적용위원회’ 설치, 1977년 세계보건기구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적정기술’ 설치.

3) Paul Polak(2008). Out of Poverty : What Works When Traditional Approacheds Fail, 박슬기(역)(2012).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p.14.

4) 2011년 뉴욕 유엔빌딩에서는 ‘소외된 90%와 함께 하는 디자인 : 도시편’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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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점령 시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위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 요구

- 자본집약적 첨단기술이 인간 소외와 실업을 야기하고 소외계층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슈마허의 주장은 현재도 유효

- 기업과 정부의 공유가치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경제 확대도 

비슷한 맥락

○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 확산과 함께 유엔은 세계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촉진을 위한 적정기술 강조

- OECD는 적정기술 용어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로 대체하여 사용, UN

경제사회개발 지수도 ‘적정기술’을 ‘지속가능발전’과 결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기술 

아이디어, 오픈소스 기술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적정기술 서비스 영역 

확대에 기여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은 중앙집중적인 거대기술에 

의존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적정기술의 재조명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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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대안기술센터 교육 모습>

자료 : “쉐플러 태양열 조리기 제작”,
연합뉴스(2009.02.20).

우리나라는 2000년대 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활동 시작, 최근 정책적 

관심 증가 

 과학기술자 그룹, 민간단체, 대학을 중심으로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과 정책 지원은 부족

○ 나눔과 기술, 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팀앤팀, 굿네이버스,

대안기술센터 등 민간단체 및 한밭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대학 중심의 활동

○ 최근 정부의 개도국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원조 사업,

특허청 지식재산 나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빈곤층 대상 비즈니스 산업,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개발 ‘R&D 36.5℃ 전략’ 등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적정기술에 대한 국내 관심과 활동은 에너지 자립, 생태공동체 등 대안사회

운동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중심5)

○ 생태공동체, 귀농, 퍼머컬처, 에너지 자립마을 등 친환경적인 대안사회 운동은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적정기술 운동과 밀접한 관련

- 경남 산청에 세워진 ‘대안기술센터’는

민들레공동체를 바탕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역할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ODA 규모 증가,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적정기술은 개발 

도상국 개발원조 활동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 적용을 위한 논의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

5) 손화철(2009). “적정한 적정기술”, 적정기술 제1권,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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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로 본 적정기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적정기술은 한물간 낙후된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규모, 크기, 비용,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기술로, 단순한 기술에서 첨단기술까지 다양

○ ‘적정’이라는 용어가 주는 오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이미지와 

결합되어 적정기술은 열등하고 낙후된 기술로만 인식되는 경향

○ 적정기술은 물을 운반하는 큐드럼(Q Drum), 세라믹 정수기와 같이 단순한 

기술에서 태양광, LED,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 첨단 기술이 가진 기능을 현지 필요에 적합하게 개선하거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제품이나 접근도 적정기술 영역에 포함6)

○ 적정기술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한 동적인 개념이며, 중요한 문제는 저급한 

기술과 고급 기술 간 선택이 아니라 적정기술과 적정하지 않은 기술 간의 선택

자료 : greenUPGRADER 홈페이지
(http://greenupgrader.com).

자료 : OLPC 홈페이지(http://one.laptop.org).

<큐드럼(Q Drum)과 100달러 노트북 컴퓨터(One Laptop Per Child)>

6) 적정기술 개발은 기존의 전통기술에 첨단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속성을 적절히 변형시켜 개선하거나 첨단기술을 특정한

상황과 수요에 맞게 수정⋅전환하는 방법, 직접적인 중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 등 다양한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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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홈페이지          
(http://www.cambodia.net/kiri/projects/

motoman.html).

<Internet Village Motoman>

 사례 1 : 태양광, LED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기 보급

○ 방글라데시 그라민샥티(Grameen Shakti)는 농촌 지역에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100만 가구 이상 보급, 인도의 셀코(SELCO)도 10만 가구에 태양광 보급 

○ LED와 태양전지판을 결합한 킨카주(Kinkajou) 마이크로필름 프로젝터와 

휴대용 도서관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밤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문맹률 감소 효과

○ 캐나다 Light Up the World 재단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오지에 태양광 패널,

수동페달 발전기 등을 활용한 고효율 LED 전구를,7) 미국의 사회적기업 

디라이트(d.light)는 태양광과 LED 기술을 활용한 전등을 개발하여 보급

 사례 2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교육 및 진료, 정보격차 해소

○ 2007년 휴대전화 회사인 보다폰은 케냐의 사파리콤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모바일뱅킹 시스템인 M-PESA8)를 개발하여 케냐에서만 

1,700만개의 계좌 개설,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금융거래 시장 창출 효과 동반

○ 인터넷마을 모토맨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캄보디아 농촌 마을에 위성과 연결되는 

인터넷 접속기가 장착된 오토바이가 방문하여

학교 인터넷 교육, 원격의료진료 서비스 제공

○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칭화통팡 회사는 농민 수요에 맞춰 농업 

정보 등 농촌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탑재한 저가의 컴퓨터 보급

7) Appropedia 홈페이지(http://www.appropedia.org/Appropriate_technology).

8) M은 모바일의 약자이고 페사는 스와힐리어로 돈을 의미, M-PESA는 “모바일 화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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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llage Shelters>

자료 : Global Village Shelters 홈페이지  
(http://www.gvshelters.com).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가난한 사람들의 기술이다?

 적정기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로 새로운 

기회 제공  

○ 적정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낙인은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게 만든 원인 중 하나9)

○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은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 선진국의 경우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술(AST : Appropriate and Sustainable Technology)’로 이해10)

○ 적정기술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 대응 및 선진국의 농촌, 빈곤층의 교육, 의료,

주거 등 불평등 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 

 사례 3 : 재난발생으로 인한 위기관리 및 회복을 위한 적정기술의 활용 

○ 페라라 디자인 회사가 고안한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저렴한 Global Village Shelters는 

카트리나가 발생한 걸프만과 미시시피 지역 

에서도 사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단전, 단수 등

전력과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두루마리처럼 

말 수 있는 솔라 패널을 활용하여 전등을 

켜거나 휴대용 개인용 정수기 LifeStraw,

페달을 사용한 축전기 등의 적정기술 제품 활용11)

9) Zelenika, I.(2011). “Barriers to Appropriate Technology Growth in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4(6), p.18.

10)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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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사이트(Star Sight)는 태양광 가로등과 무선 인터넷 사용 환경을 결합하여 

재난 지역에서 긴급 통신과 전기 사용 가능

○ 카트리나 발생 후 도시 재건 과정에서 피해 지역의 잔재를 재활용하여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가구의 브랜드화를 위한 You Orleans 시스템 개발

 사례 4 : 에너지, 주거 등 사회불평등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혁신

○ 보츠나와 비영리 기업인 Godisa Technologies Trust가 개발한 태양광 충전 

보청기인 솔라 에이드(Solar Aid)는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활용

○ 애틀란타 노숙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매드하우저가 디자인한 

매드하우저 오두막(Mad Housers Hut)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용

○ 압축 볏짚을 쌓아서 벽체를 올리고 황토로 마감하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건축비가 저렴하여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 생태건축으로 활용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카쉐어링, 에너지 요금 

고지서 재디자인은 사용자 수요와 행동변화를 고려한 적정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혁신 사례 

<이웃에게 자기 차를 빌려주는 Buzzcar> <에너지 요금 고지서 재디자인>

자료 : 버즈카(Buzzcar) 홈페이지
(http://www.buzzcar.com).

자료 : “디자인으로 무장한 관리비 고지서, 8.9%의 에너지절약”,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4.1).

11) 홍성욱(2012). “적정기술과의 만남”, 적정기술미래포럼,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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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은 경제성이 없다?

 첨단기술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적정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부상

○ 적정한 규모와 기술은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적용되는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의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적 속성을 지니며,

폴 호큰 등은 ‘시스템적 규모의 경제‘ 주장12)

- 적정기술은 경제성이 없다는 비판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한 것으로 거대기술에 내재한 위험과 사회적 외부비용은 간과

○ 최근에는 BOP(Base of the Pyramid) 시장, 디자인 혁명,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inclusive business) 등 시장을 활용한 적정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강조 추세

 사례 5 : 현지의 필요와 사용자 중심 적정기술로 사업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Kick Start는 수퍼머니메이커(Super Moneymaker) 펌프를 포함한 수동식 

관개시설을 판매하여 일자리 창출, 농민 소득 향상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2013년 2월 1일 현재 215,980개의 펌프 판매
(케냐, 탄자니아, 말리)

•가볍고 사용하기 쉬우며 지하의 물을 끌어 올려 
관개, MMM은 하루에 2에이커 관개 가능
•제품 사용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140,800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704,000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매년 119,700,000백만 불의 수익과 임금 발생
•케냐에서만 62,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GDP의 0.6%에 해당하는 수입 발생 
주 : 수퍼머니메이커의 최신판인 MoneyMaker Max(MMM).

자료 : Kick Start 홈페이지(http://www.kickstart.org).

<Kick Start의 성과>

12) 규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과거에 계산되지 않았던 75가지 효과를 고려할 경우 분산적 발전시스템의 가치가 

이전에 비해 10배 높은 것으로 추정. Hawken, Paul et al.(1999). Natural Capitalism, 김명남(역)(2011). 자연자본

주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창조하는 신산업혁명의 패러다임,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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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스미토모 화학은 Acumen Fund 융자를 받아 살충제를 

넣은 모기장인 오리셋 기술을 개발하여 탄자니아 기업 AtoZ에 전수, AtoZ는 

연간 800만장의 모기장을 생산하고 5천여 명의 직원 고용 효과

○ P&G 회사는 개발도상국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8년간의 실험과 현장 

테스트를 거쳐 빈곤층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인 0.01달러짜리 

분말형 소독제를 개발하였으며, 2012년 싱가포르에 생산 공장 건설

 사례 6 : 안전한 식수, 지속가능한 축산 프로젝트를 탄소크레딧과 연계

○ 브라질의 냉장⋅냉동식품회사인 사디아는 양돈 농가에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바이오다이제스터 보급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얻고 농가는 발생한 

바이오가스와 부산물을 무상으로 연료와 비료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효과13)

○ 베스트가드 프란센 회사는 자체 개발한 LifeStraw를 케냐 서부지역 주민 4백만 

명에게 보급하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재원은 탄소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Carbon for Water 프로젝트 시행

•안전한 식수접근성 및 건강증진과 저탄소 개발을 연계한 최초의 프로젝트
•2011년 3-4월 케냐 서부 지역 전체 가구 중 약 90%에 LifeStraw®

Family 877,500개 공급
•베스터가드 프란센, 케냐 보건성, UNDP, UNEP 파트너십으로 추진
•LifeStraw® Family 1개는 5인 가족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약 18,000

리터의 물 정수 가능
•화석연료, 즉 나무를 태워 물을 끓여 먹던 것을 정수기로 대체함으로써  

매년 2백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 시행 후 6개월 간 140만 톤 감축
•비용은 CDM에 의한 탄소크레딧 판매를 통해 조달, 이익이 탄소감축량에

따라 이익이 좌우되므로 크레딧 판매 수입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추가
공급 재투자 유인  
•환경적 효과뿐 아니라 약 4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수인성 질병 예방 등 

보건 증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자료 : 덴마크의 베스터 가르드 프랑센 그룹 홈페이지(http://www.vestergaard-frandsen.com/lifestraw).

<Carbon for Water 프로젝트>

13) 가축 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로 변화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획득한 탄소배출권 판매

(메탄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1배), UNDP(2008). Creating Value For All :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with the Poor, 전해자(역)(2011). 넥스트마켓 : BOP 시장을 개척하는 5가지 성공 전략,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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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은 기술의 한 유형이다?

 적정기술은 기술을 넘어서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가치체계로, 다양한 영역과 흐름이 접속하고 융합하는 플랫폼 역할14)

○ 적정기술은 효율성과 성장 중심의 기술개발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속가능성과 인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패러다임

○ 적정기술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수요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제공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이 목적15)

-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조건과 양립하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의해 도구와 과정들이 유지되고 작동될 수 

있을 때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16) 시스템적 접근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

•제품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전등과 전기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
•취약지역의 교육, 소득향상, 건강, 영양 등의 사회적 자원 접근성 제고  
•기존의 전자제품, 컴퓨터 디자인을 결합하여 어떻게 전기가 없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
•기준 : 분산형, 단순성, 이동편의성, 부품 제작과 교체 및 분해⋅조립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 다양한 문화에서 사용 가능, 사용 의지를 불러일으킬 새로운 효과
•LED, 식기세척기 방수 스위치 등 기존 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익숙한 천의 형태로 여성의 참여와 사용편의성 제고 

자료 : 1) Portable Light 홈페이지(http://portablelight.org/mexico07).

2) 셰일라 케네디(2007). “도약 : 글로벌 혁신을 위한 디자인 전략”,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pp.66-71.

<이동 전등(Portable Light Protypes)>

 사례 7 : 현지의 필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의 실패

○ 아이들이 놀이기구인 Merry-go-round를 돌리면서 놀면 그것을 동력으로 

지하수를 끌어 올려 탱크에 물을 저장하는 플레이펌프는 모잠비크에 1,500대 

넘게 공급되었으나, 현지의 필요에 맞지 않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 결국 실패

14) 적정기술미래포럼,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p.299.

15) 김주헌(2011).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과의 만남”, 적정기술미래포럼,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p.185.

16) 김정태⋅홍성욱(2011).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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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 효과가 있는 살충처리된 모기장 퍼머넷(PermaNet)이 무상으로 

공급된 지역에서 모기장 생산업체가 문을 닫아 모기장 수선이나 구입이 

불가능하여 말라리아에 노출되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 발생

•2005년 Amy Costello는 프론트라인/세계에 플레이  
펌프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취재 기사 게재
•트레버 필드라는 사업가가 플레이펌프 회사 설립
•2006년 로라 부시 등 정치가, 유명 연예인의 관심을 

끌어 기부 캠페인으로 확대 발전
•플레이펌프 사업이 아프리카 10개국으로 확장되었으나

대부분 작동되지 않고 방치
•이전의 손 펌프에 비해 여자들이 운전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실제로 갖고 놀지 않았으며,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 설치 대상 지역과 수질에
대한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패

자료 : 1) State of the Planet 홈페이지(http://blogs.ei.columbia.edu/2010/07/01/the-playpump-what-went-wrong/).
2) 김찬중(2013).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pp.178-189.

<플레이펌프의 실패>

 사례 8 : 적정기술을 통한 정책, 제도, 관습 등의 변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

○ Acumen Fund와 디자인 컨설팅업체 IDEO가 안전한 물공급 혁신을 위한 

물결효과 프로젝트(Ripple Effect Project)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도 

파치파드라 마을은 물의 공급 과정에 주목하여, 방치되어 있던 역삼투압 

공장에서 마을로 수도관을 연결하고 시설을 자조집단이 관리하며 싱글맘이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해결책 제시17)

○ 인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인 바식스(BASIX)는 농촌과 도시 빈민층 고객 

대상 저축 및 대출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업 및 비즈니스 육성 지원,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중개하는 조직 육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18)

○ 브라질 펄프⋅제지회사인 VCP는 소규모 농가와 유칼리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기술지원 및 융자, 환경영향 감시를 위한 대학의 조사⋅모니터링과 정부 

협력 등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 비즈니스 혁신19)

17) 월간디자인(2010. 5). “기아, 가난, 재난 - 디자인의 역할 : IDEO가 개선한 식수의 공급 과정 : 리플 이펙트 프로젝트”,

pp.104-105.

18) UNDP(2008). Creating Value For All :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with the Poor, 전해자(역)(2011). 넥스트마켓 :

BOP 시장을 개척하는 5가지 성공 전략,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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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의 과제

 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적정기술 개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자 확대

○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는 미흡

- 정부 예산의 약 5%를 차지하는 R&D 예산 16조원은 대부분 첨단기술에 

집중

○ 사회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기술 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예산 투자 확대 필요

- 2011년 정부는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창조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R&D

36.5℃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국민편익 증진형 R&D(QoLT)’에

9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아직은 제한적

<국민편익 증진형 기술의 개념>

자료 : “산업기술에 '따뜻함'과 '창조'를 더하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11.9).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활양식 및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 에너지, 환경, 건강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서비스 

기초 수요 충족을 위한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국민복지 증진 기술로 재도약

19) 상게서, pp.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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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기술개발, 실증화, 인증⋅평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산⋅학⋅연 파트너십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적정기술과 디자인의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디자인은 적정기술 개발과 전달에 있어 수요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며, 적용 가능한 형식으로 만드는 혁신의 고리 역할20)

○ 최근 교통, 에너지, 교육, 건강, 식량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혁신의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가

- 영국의 디자인 주도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인 Dott07은 웰빙, 에너지·환경,

식품, 건강, 주거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문제 해결 가능성 입증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 혁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 사업 추진 중

○ 적정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툴킷과 사례를 공공서비스 및 정책 

분야별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용자 중심 정책디자인 워크숍 활성화

<IDEO 인간중심 디자인 툴킷의 방법론> <소비자 에너지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워크숍>

•영국 디자인 카운슬과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시민의 주택단열 및 탄소 
절감 투자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자 중심 디자인
에 관한 워크숍 개최
•에너지 절약 투자 동기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Warmer Home, Greener

Home"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 도출 

자료 : HCD Connect 홈페이지 
(http://www.hcdconnect.org/methods).

자료 : Design Council·DECC(2010). How can we help
people make their homes more energy efficient?.

20) 정인애(2012). “적정기술과 디자인의 만남”, 적정기술미래포럼,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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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시장을 겨냥한 적정기술 비즈니스 지원 체계 구축

 적정기술을 활용한 BOP(Base of the Pyramid)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소득 피라미드 저변에 위치한 연간 소득 3천 달러 미만의 빈곤계층은 전 세계 

인구의 약 70%인 40억 명, 시장규모는 중⋅상위계층 시장(14억 명, 12조 

5천불)의 약 40% 수준인 5조 달러로 추정21)

- BOP 소득은 연간 8%씩 성장하고, BOP 중 최상위 계층 11억 명은 미래 

중산층으로서 잠재적 구매력을 보유하여22) 포화된 선진국 시장의 대안으로 

주목

○ BOP 시장의 세분화된 잠재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혁신 유도

- UNDP는 새천년개발목표(MDG)23)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적 정신과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인클루시브 

시장 이니셔티브(Growing Inclusive Markets Initiative)’ 추진 중

<지역별 BOP 분포 및 소득계층> <부문별 BOP 시장 규모>

자료 : WEF(2009). The Next Billions, p.12. 자료 : IFC⋅WRI(2007). The Next 4 Billion,
Executive Summary, p.9.

21) IFC·WRI(2007). The Next 4 Billion, Executive Summary, p.3.

22) WEF(2009). The Next Billions, p.10.

23) 2000년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빈곤, 교육, 성평등, 영유아 및 모성 보건, 말라리아,

HIV/AIDS 등 질병, 환경, 파트너십 구축 등에 관한 8개의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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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지원센터 설치 및 ODA 연계 파트너십 구축

○ BOP 비즈니스 유망 국가 및 기술 수요, 시장 특성, 현지의 사회⋅문화 및 풍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 BOP 집단별 세분화된 비즈니스 수요 조사, 정보 제공, 사례 조사,

적정기술 수요와 공급의 중개,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기능

- 일본은 2009년을 ‘일본 BOP 비즈니스 원년’으로 지정하고 BOP 비즈니스 

중점지원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참가 기업 지원24)

○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정부, NGO, NPO,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으로 적정기술센터 설치

- 독일 국제협력공사(GTZ), 네덜란드 원조기구(SNV)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모델

- 정부는 ODA 비율을 2015년까지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인 0.25%로 높일 

계획으로 ODA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일본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사업 파트너십>

자료 : “경제산업성,「BOP비즈니스지원센터」설립”, 일본지식  
리포트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www.kjc.or.kr), p.3.

자료 : ASEIC(2011). Greening Local Communities
Through Appropriate Technology. p.4.

24) 정후식(2010). “빈곤층 비즈니스 현황과 시사점 :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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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식량, 경제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하수처리, 퍼머컬처, 생태건축 등 적정기술을 위기

관리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제로 활용 

○ 에너지, 건축, 교통, 농업, 물 등 다양한 영역의 분산형 적정기술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연재해, 식량위기 대응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완충 기능 강화

- 신재생에너지는 9⋅15 정전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퍼머컬처, 도시농업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기능

○ 농촌, 산촌, 도서, 구도심 지역의 환경, 일자리, 복지가 통합된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활성화

○ 독일 윤데 및 펠트하임, 오스트리아 귀씽 에너지자립마을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역발전 모델의 혁신적인 사례

- 농촌의 에너지 자립, 실업 문제,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협동조합에 의한 커뮤니티 참여 및 

역량 강화

<완주군에서 열린 ‘나는 난로다’ 행사 포스터> <독일 윤데마을>

자료 : 농촌선교훈련원 홈페이지(http://hunn.or.kr/notice/9473). 자료 : REGBIE+ 홈페이지(http://www.regbieplus.eu/2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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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 

○ 적정기술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술 개발 및 보급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필요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간병, 재활용, 돌봄 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여 혁신 역량은 취약25)

○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의 필요 충족, BOP 시장 진출, 개발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

- 태양광주택시스템, 바이오가스 플랜트, 쿠킹 스토브를 공급하는 방글라데시 

사회적기업 그라민샥티는 현재까지 총 12,521명 고용, 2015년까지 10만 명을

고용하고 46개의 그라민 기술센터를 설치할 계획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가 캄보디아 타케오 농촌 마을에 태양열 

조리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적정기술 사회적기업인 ‘에너지팜’의

기술력 결합

<에너지팜의 캄보디아 태양열 조리기구 보급 사업> <그라민샥티의 제품 판매 추이>

자료 : ASEIC(2011). Greening Local Communities
Through Appropriate Technology.

자료 : Grameen Shakti 홈페이지(http://www.gshakti.org).

25) 안두현⋅송위진(2010).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STEPI Insight, 제40호(2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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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 교육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 확산

 공학 및 디자인이 결합된 적정기술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지정 운영

○ 지역사회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하고 공학, 디자인, 경영, 인문사회 통합 과정으로 운영

○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고 국내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유도하는 교육 

혁신 수단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 함양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구    분 내           용

한밭대학교
적정기술 연구소

• ‘적정기술 연구 및 보급,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설립, 논문집 및 서적발간, 위크숍 등 개최
• 적정기술 관련 동아리 운영⋅지원

- 공학설계 동아리 APProTech은 몽골 울란바타르의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추진

한동대학교
그린 적정기술 
연구협력 센터

• 적정기술 교육과정 개설⋅운영, 활동 지원 사업
• Global Engineering Project(GEP) 프로그램

- 태국 산간지역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실시, 학부동아리 CRAIST 90% 활동

부산대학교
공학교육혁신⋅

거점 센터

• 부산대학교-인도네시아 ITS 국제 공학봉사 설계 프로젝트 운영
- 인도네시아 고아원 태양광 발전 세트 설치, KTR 마을 태양광 발전세트 및 정수장치 설치
- ITS 대학 현지 공학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작품 제작, 현지 테스트 실시

미국 MIT
D-lab 과목

• 소외계층을 위한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배우고 실행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과정
• 방학 중 개발도상국가, 저개발국가를 방문하여 현지사정 파악 후 학기 중 설계 실시 
• 주요 설계 제품 : sugarcane charcoal, 태양광 살균장치, 드럼통 세탁기

미국 
Stanford 대학

D-School

• '최고의 적정성을 위한 기업가적 설계' 대학원 과목 개설
• 미얀마 등을 방문하고 현지 적용 가능한 제품 설계
• 주요 설계 제품 : money maker pump 개량, 빗물 보관시설

자료 : 나눔과 기술(2011). 36.5도의 과학 기술 적정기술.

<국내외 적정기술 주요 교육기관>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자원 활동 활성화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영국과 경남 

산청의 대안기술센터와 같이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거점별 적정기술센터 설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기업의 사회적공헌 사업, 대학 커리큘럼을 통한 

적정기술 해외 자원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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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경기도 시사점

 생활환경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기술의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지역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환경서비스 개선

○ 상⋅하수도 인프라 공급의 경제성이 낮은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 분산형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전문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 보장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단열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초과 횟수> <하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

자료 : 경기도(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연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Living Lab 운영 및 교육 거점 조성

○ 경기도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사용자가 참여하여 필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 시스템인 Living Lab 운영26)

26) 송위진(2011).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 사회기술”, STEPI Insight, 제79호(2011.10.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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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을 활용한 주택, 교통, 보건, 환경, 에너지, 식량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시행

○ 적정기술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체험⋅교육, 전시 등을 위한 적정기술센터 설치 

및 적정기술 실증화, 사회적기업 육성 거점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역할 강화

 녹색 ODA,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BOP 시장 개척 지원

 신재생에너지, 물 관리, 정보통신기술 등 BOP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BOP 시장 수요 및 경기도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분석하여 ODA 및 지구환경 

기금, 녹색기후기금, 청정개발체제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선진국 시장과 다른 특성을 지닌 BOP 시장은 세분화된 대상별 수요조사,

문화적 요소와 시장 제약요인 파악,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 적응 과정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틈새시장 진출에 유리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와 경기도 ODA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물, 농업,

신재생에너지, 건강,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타당성 검토 

○ 현지의 대학, NGO, 정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도 적정기술 

국제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및 기술퇴직 인력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산림, 농업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남북협력 사업 발굴

○ 적정기술은 일회성 구호물품과 달리 적정기술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북한주민 생활개선과 역량 강화에 기여

○ 적정기술을 활용한 남북협력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



이슈 &  진단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

【우리나라 적정기술 주요 사례】

구    분 적정기술

캄보디아 
쁘리뱅 
지역/
태양광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 컴퓨터개척선교회)
•배경 : 전기 보급률이 약 23% 정도로 낮아 주변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므로 공급 전력이 불안정, 빈곤층은 자동차용 배터리를 충전 
받아 사용
•적정기술 적용 : 캄보디아 쁘리뱅의 컴퓨터 학교에 전력생산 장치인 

1.5㎾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이후 시간당 약 3.2㎾의 전력을 사용
(교회 시설, 컴퓨터 교육, 야간 학교 운영, 시설운영)

아프리카 
차드/

사탕수수 
숯과 

건망고 
제조

•추진기관 : 특허청 다자협력팀, 나눔과 기술, 굿네이버스
•배경 : 차드 현지 재료를 활용한 사탕수수 숯과 건망고 제조기술개발
•적정기술 적용

- 사탕수수 숯 : 사탕수숫대를 원료로 하여 연소, 탄화, 분쇄, 혼합,
성형, 건조, 연소 과정을 거쳐 화력이 높은 식품조리용 연료 생산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숯 제조공정을 새롭게 확립)

- 건망고 :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망고를 이용하여
세척, 절단, 당침, 건조 과정을 거쳐 생계 아이템인 건망고를 제조
(양질의 건망고 제조공정 확립, 건망고는 저장이 가능하므로 연중   
식품으로 사용하면서 원료망고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사회의 수입 
창출효과)

네팔/
Food-for-

New
villige
사업

•추진기관 : KOICA, 세계식량계획(WFP), 굿네이버스
•배경 : 네팔 도티지역 오지마을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지만 기술도  

물도 부족해 식량 겨우 3개월치 생산
•적정기술 적용 : 네팔형 새마을운동, 주민이 직접 관개수로, 저수탱크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수당 지급받는 공공
근로사업(마을 시설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일자리 창출)

몽골/
축열

난방기 
지세이버

•추진기관 : 굿네이버스
•배경 : 유연탄 사용으로 매연이 심각하여 가시거리가 짧고 주민들 

호흡기 질환 발생
•적정기술 적용 : 사회적기업 ‘굿쉐어링’ 창업을 통해 타원형 함석통   

안에 축열재료인 맥반석과 황토, 진흙 등을 넣어 기존 난로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열을 붙잡아두는 축열기 지세이버 대량 생산⋅보급
(빈곤층 난방비 절약 효과, 매연 감소)

캄보디아/
가정용 
정수기 

보급사업

•추진기관 : 특허청, 굿네이버스, R&D 특허센터, 웅진케미칼
•배경 : 낙후지역 대다수 가정은 열악한 식수환경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노출
•적정기술 적용 : 특허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정수기 보급, 두 가지 필터

방식을 이용. 전기 없이 수동으로 작동 가능. 세라믹 필터(1차 필터)로
거른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반영구적 사용 가능), 2차 필터로 한번 더
거른 물은 식수로 사용 

자료 : 1) 나눔과 기술(2011).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
2) 굿네이버스 홈페이지(http://www.goodneighbors.kr).
3) “[더 나은 미래][Cover Story] 일자리 생기고 소득 늘어... 활기 되찾은 마을에 주민들 ‘활짝’”, 조선일보(2012.12.10).
4) “[더 나은 미래] 마음으로 만든 난방 기술... 줄어든 아이들 기침 소리”, 조선일보(2013.01.08).
5) “특허청, 캄보디아에 ‘가정용 정수기’ 보급”, 뉴시스(201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