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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관련 기관1)

이 화 진, 하 기 욱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Developed countries have endeavored to make the sustainable life. Developing

countries have made lots of efforts to meet fundamental needs such as water,

housing, energy, and foods. South Korea has been changed from a beneficiary

country to a emerging donor. In this article, organizations related to appropriate

technology in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south korea are

discussed. 

적정기술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적정기술은 포괄적으로는 "기술 자체를

어떠한 모습으로 활용할 것인가?"와 같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조

금 더 실제적으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적정기술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뿐 아니라 개

발도상국들에서 적정기술을 국제개발 분야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적정기술과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의 적정기술은 과거에 우물을 파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것에서 그친 하드웨어

수준에서 벗어나 디자인 역으로 확대되어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현재 세계 디자이

너들의 95%는 오직 상위 10%의 부자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보통 디자인이란 개념은 패션, 액세서리, 가구를 지칭하거나 소

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것이 대부

분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

해 헌신하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축가와 기업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런 개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의 디자이너인 신시아 스미스는 쿠퍼 휴이트(Cooper-Hewitt)의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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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던 바바라 블로밍크(Barbara Bloemink)를 만났는데, 바바라 블로밍크는 신

시아 스미스에게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저렴한 디자인에 관한 전시회

준비를 부탁했다. 그 디자인 전시회의 이름은‘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으로 2007

년 뉴욕에서 열렸다. 지금까지의 디자인이 상위 10%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빈곤층,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 장애인을 포함하는 디자인이 빈곤을 퇴치하고 전 세

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러한 디자인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전시회 다.2)

대표적인 적정기술 디자인으로 킥스타트 그룹 (Kick Start International)의 슈퍼 머

니 메이커 펌프(Super Money Maker Pump)와 덴마크의 베스터가르드 프란센 그룹

이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휴대용 정수 필터인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가 있다. 

선진국에서 적정기술 운동은 기존에 존재하는 현대 산업적 삶을 벗어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이나‘부드러운 기술‘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의미를 제공한

다. 선진국이 직면한 소외 계층의 의료, 교육, 교통 분야 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 적정기술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3)

국과 미국 등에 있는 적정기술 관련 기관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NCAT)4)

미국에서는 저소득 커뮤니티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

해 지역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적

정기술 운동이 시작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주정부 산하에 적정

기술국을 설립했고, 저소득 집단과 문화적 소수자들이 좀 더 자립적이고 정부의 도움

없이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보급, 소규모 집약적 농업 등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1973~74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당시 카터 미국대통령은 오일 엠바고

에 대한 대응으로 국립적정기술센터 설립의 핵심이 되었던 커뮤니티기능국

(Community Action Agencies, CAA)과 연계된 다양한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

하 다. 태양열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에너지 위기의 주 타깃이었

던 저소득층과 보다 관련짓기 위해 동 조직은 1977년 약 3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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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정기술센터(NCAT)로 확대 발전되었다.  

NCAT가 구성되었을 때 적정기술의 개념은 자원과 저소득 커뮤니티의 필요에 적절

한 기술들과 그 과정으로 재정의 되었다. NCAT가 보는 적정기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용하기 간단한 것

·자본 집약적이지 않을 것

·에너지 집약적이지 않을 것(비재생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할 것

·환경과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1977년부터 1981년까지 NCAT는 370개의 적정기술 시연(demonstration) 프로젝트

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50회 이상의 실제적 워크숍과 커뮤니티 활동 리더와 저소

득층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최했으며, 100부 이상의 기술, 소비자 간행물을 발행

했다.5)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보존에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로

관심사를 넓혀 주거, 식량생산, 운송, 경제개발과, 직업 등의 분야도 다루고 있다. 최

근의 사업 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및 식량, 농업 에너지, 기후 변화 등과 관

련된 훈련, 출판, 웹사이트 운 , 기술원조 등을 포함한다. 

1.2. 국 대안기술센터(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AT)6)

국의 대안기술센터(CAT)는 1973년 중부 웨일즈에서 설립되었다. 제라드 모건이

대안기술센터를 설립할 당시 이 단체는 친환경 원칙을 추구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위한 일종의‘실험실’과 같은 것이었다. 대안기술센터는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온전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과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을 그 설

립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안기술센터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대안들을 탐색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안기

술센터는 토지의 사용, 주거지, 에너지의 보존과 사용, 음식과 건강,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등과 관련된 그들의 업무와 통합적 아이디어 및 이의 실행을 전체론적으로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인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삶의 방

법들을 연구하고, 훈련하며,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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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주 적정기술센터(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CAT)7)

호주의 적정기술센터(CAT)는 호주 중부지역의 작고 외딴 원주민 커뮤니티에 적합

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1980년 엘리스 스프링(Alice Springs)에 설립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쉽게 유지될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적합한 물 펌프, 스토브, 샤워시설을 필

요로 했고, CAT의 직원들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기술들을 고안했다. CAT이 발전

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복잡해졌으며, 이것은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특징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즉, 적정기술의 필요를 증진시켰다. 

CAT은 적정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

로 원주민 커뮤니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현재 CAT은 원주

민의 역량강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개발, 사업 기회창출 등을 위해 기술조언, 프로

젝트 관리, 기술개발, 생산품 디자인 등의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적정기술과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에서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농촌 사람들, 그 외의 저개발 국가에 사는 국

민들에게 적정기술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수퍼머니메이커 펌

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케냐, 말리 등지에 살고 있는 빈곤층에게 하나의 돌파구

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프 스트로는 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등지에서 쓰이며,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며 수많은 사람

들을 살리고 있다. 또한, Q 드럼은 아동과 여성 인구에게 있어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

며, 식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실용적이면서 시간을 절약해 주었다.

이는 개도국에서 적정기술이 소외되어온 수억 명의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시장을 위한 상품 생

산, 그 지역의 노동력, 원료, 재정의 사용, 건강, 물, 공중보건, 주거, 도로, 교육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게 있어서 적정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기술과

함께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에 맞추어야 하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면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도국의 빈곤층은 하나의 제품에 딸린 보조 도

구나 시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한 국가에서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

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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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맨발대학(Barefoot College)8)

인도의 맨발대학(Barefoot College)은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

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설립되어 지금까

지 그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들과 농촌지역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온 비정

부기구이다. 맨발대학은 어떠한 종류의 농촌 개발 활동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이기 위

해서는 그러한 활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 의해 관리, 소유될 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맨발대학이 실시하는 모

든 사회, 정치, 경제적 활동들은 베어풋 프로페셔널로도 알려진 농촌지역의 남성, 여

성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된다. 

맨발대학의 교육생들은 문맹이거나 간신히 문맹을 벗어난, 최하급의 정부 용역조차

얻을 희망이 없는 농촌 지역의 남성, 여성들로 연령에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다. 맨발

대학은 이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생들이 자신들

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맨발대학은 문서 위주의 교육보다는 직접 실행해 보면서 실

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장려하고, 교육생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공동체,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 

맨발대학이 다루는 역은 크게 태양열, 물, 교육, 보건, 농촌 수공업, 시민운동, 커

뮤니케이션, 여권 신장, 불모지 개발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교육생들은 위의

역에서 주·야간 교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보건관련 노동자, 태양열 기술자, 태

양열을 이용한 요리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물 시추 전문가, 핸드펌프 기술자,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석공, 커뮤니케이터, 수질 검사 전문가, 전화 교환원, 제철공, 목수,

컴퓨터 교사, 회계사 등으로 일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2.2. 에디오피아 셀람 기술전수학교(이하 STVC)9)

에디오피아의 STVC는 1989년에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는데 학생들은

일반 기계학, 자동 기계학, 목공, 전기공학, 기계 공학, 건축 공학, 식량 준비와 살림

등에 대해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31개의 워크샵에 참여하며,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곡물 수확 장비나 여러 종류의 물 펌프, 벌꿀 추출기, 바이오가스 제조기, 나무 보존

난로, 구멍이 파인 블록 압축기, 버터처언(butter churn-크림을 버터로 전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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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는 도구) 등의 도구를 만들고 있다. 

2.3. 에디오피아 지역에너지 발전과 프로모션 센터(이하 EREDPC)
에디오피아에서 비효율적인 요리 기구의 사용은 목재로 된 바이오매스에 대한 상당

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자원 보존의 발전과 촉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지닌 광산에너지부 산하의

EREDPC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적정기술을 활용해왔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치

들은 지역 에너지 기구의 협력과 개인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급되고 있다. 지금까

지 3백만개 이상의 라케크(Lakech) 난로와 2백만개의 머트 스토브(Mirt Stove)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라케크 난로는 케냐의‘세라믹 지코(Jiko)’의 수정된 버전인

데 금속을 도금하여 입힌 점토 덮개를 갖고 있다. 이 난로를 쓰면 한 가정 당 하루에

125그램 이상의 숯을 절약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라케크 난로의 에너지 효율은 42%

인 반면에 전통적인 사각형 금속 숯 난로의 에너지 효율은 33%이다. 라케크의 평균

수명은 2년 정도이다. 

2.4. 가나의 IDDS 200910)

국제개발디자인회의(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 IDDS)는 빈곤 지

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술과 기업을 운 하는 각계각층의 사

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다. IDDS의 디자인은 세계 빈곤 계층의 필요에 초

점을 맞추는 개발 자원과 연구를 형성, 증진,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디자인의 혁명

이라 할 수 있다. 2009년에 제3차 IDDS가 가나 쿠마시의 Kwame Nkrumah 과학기

술대학에서 개최되었다. 21개국의 72명의 참가자들은 5주간 함께 생활하면서 농촌지

역을 다니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잠재적인 고객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협

력했다.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배터리

·수동 농작물 분쇄 기계

·환경 친화적 화장실

·발판 동력을 사용하는 얼음 타작 기계

·식수 소독을 위한 염소를 조제하고 생산하는 저가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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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타작기

·농산물을 보존하고 저장하는 방법

·어린이를 모니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셔 오일(shea oil)을 만드는 압축기

2010년 11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제4차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ICAT)’의 주제

는‘적정 기술과 물, 위생: 목마르고 오염된 지구에 대한 해결책’로서 적정기술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Appropriate Technology), 미국의 하워드대학

(Howard University), 국가기술협회‘(National Technical Association), 흑인 공학자

북가주 위원회(Northern California Council of Black Professional Engineers), 과학

산업연구위원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의 후원으로 개최되었

다. 여기서는 지속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한 적정 기술의 보존, 탐색, 접근, 발견을 증

진하며, 세계 기후 변화의 도전에 맞서며 저개발국가의 치명적인 식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3. 한국의 적정기술 운동
한국의 경우는 해외에 견주어 적정기술의 역사가 길지 않다. 그동안 한국에서 적정

기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ODA 분야에의 적용 역시 미비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부터,

NGO, 사회적 기업까지 적정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정기술 관련 역사가 짧고, 관련 기관 역시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적

정기술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증대는 한국에서의 적정기술 분야 발전에 긍정적인

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인덱스’특별전이 열린 바 있다. 여기에

는 몸, 일터, 가정, 놀이, 공동체 등 총 5개 분야에서 54개국 700여 점이 응모했다.

특이한 사례로는‘자가발전 기능을 갖춘 태아 심장박동 측정기 디자인’, ‘인도 시골

을 위한 실내아궁이 디자인’, ‘개발도상국 사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사이트 디자인’,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소 디자인’등이 있다.  적정 기술 관련 기관으로서 민간단체

에는 대안기술센터, 크리스천과학기술인 포럼, 나눔과기술 등이 있다.



72 적정기술 3권 1호
한밭대학교

3.1. 대안기술센터11)

2006년 5월 민들레 공동체에서 시작한 대안기술센터(소장 이동근)는 경상남도 산청

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장은 국의 대안기술센터(CAT)에서 바이오디젤,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의 대안에너지와 생태건축 기술을 배웠다. 그는 유학 후 그가 유학 가

기 전에 살던 성과 생태와 지역의 조화를 꾀하는 민들레 공동체 내에 대안기술센

터를 세웠다. 창립목적은‘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동체 건설’‘환경오염과 에너지 위

기에 있어 대안 제시’, ‘빈곤퇴치’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볏짚으로 조성하는 공동

체 마을 건립,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안기술 보급운동, 국내외 대안기술

컨설팅 등이다. 

3.2.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12)

2005년에 발족한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은 과학기술 문화 속에 기독교적 철학을 바

탕으로 봉사를 하는 기독 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이다. 현재 전문분야별로 약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기술의

활용과 훈련,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정기술 콜로키움을 정기적

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3.3.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13)

한밭대학교는 2009년 6월에 적정기술연구소(소장 홍성욱)를 설립하고 매년 적정기

술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적정기술 관련 국내 유일의 논문집인 <적정기술>

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에는 에딧더월드와 함께 적정기술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을 번역 출간하 다.

한밭대학교 공학설계 동아리인‘어프로텍’은‘몽골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

기’, ‘불소 제거를 위한 간이 정수기’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 다.14)

3.4. 나눔과기술(Sharing and Technology)15)

2009년 10월에 발족한‘나눔과기술’(대표 경종민)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사용하여

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적정기술을 보급, 지원하며, 이공계 젊은이들에게 나

눔의 정신이 담긴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 에너

지, 환경, 기술자원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적정한 기술을 개발’하고‘적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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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정보자료를 나누고 보급하는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나눔의 기술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학술회의, 경진대회, 교육 아카데미 진행’등을 해오고 있다. 나눔과 기술이

주관하는 공학설계아카데미는 2008년부터 매년 열려 이공계 전공자들이 실제 필요를

바탕에 둔 적정기술 설계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3.5. 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
(Engineers and Scientists without Borders)16)

2009년 12월 창립한‘국경없는과학기술연구회’는 유 제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사회봉사 의무를 하는 것으로 필요한 과학 기술

정보수집, 정보배포, 네트워크 형성, 필요한 기술 연구 개발, 필요한 지역 방문 및 봉

사활동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다. 

3.6. 적정기술재단(Appropriate Technology Foundation)
2011년 1월에 발족한 적정기술재단(구, 적정기술포럼)은 2011년 1월에 제1회 적정

기술포럼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 다. 2011년 2월에는 적정기술 전

문 TEDxYoungSan17)을 런칭하고 격월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한

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와 함께 일반인 대상의“적정기술 아카데미”를 7주 과정으

로 개최하 다. 

3.7. 한동대 CRAIST90%
'Global Engineering Project(GEP)'란 이름으로 시행중인 한동대 재학생들의 적정기

술 관련 프로젝트로 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태국과 인도 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동대에는

2010년에 설립된‘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소장 한윤식)’가 있다.

3.8. 굿네이버스18)

1991년 3월 국제구호개발 NGO로는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아동권리보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네트워크(Network), 사회교육(Advocacy)을 목

표로 국내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방 라데시,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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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르완다, 타지키스탄, 네팔 등 20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전개하

고 있다.

적정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및 나눔과기술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차드 프로젝

트’에서 사업 기획 및 관리, 현지 사업화 및 운 , 자금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몽골사업장에서는 김만갑 교수와‘적정기술제품 1호’인‘G-Saver’(기존 난로

위에 열 재료를 흡수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장치를 설치해 열원을 보존하는 장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3.9. 팀앤팀19)

팀앤팀(대표 이용주)은 세계의 분쟁과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총체적 접근을 통한 긴

급구호와 지역사회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비 리단체로 1997년 미션 퍼스펙티브

(Mission Perspectives) 교육훈련과 함께 시작됐다. 우물개발 프로젝트와 빗물저장 시

설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3.10. 에너지팜(사회적 기업)
2008년 5월에 설립된 에너지팜(대표 김대규)은 적정기술 관련 사회적 기업이다. 재

생에너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공을 통해 2009년에만 약 2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순익의 20%는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대안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대안

기술의 보급, 다양한 교육 및 빈곤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쉐플러 태양열 시

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소형 풍력발전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취약 지역의 취사, 난

방, 병원, 공장 등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

4. 맺는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기술은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 적정기술은 다

양한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건축, 에너지, 물, 식량, 교통, 보건, 교육, 통

신 등 다양한 역에서 적정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적정기술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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