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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정기술센터(KCAT) 설립방안1)

하 재 웅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사)메디피스

If we can transform the aid performed in various ways by mainly using AT, it

can be possible to eradicate poverty more efficiently. It is needed to prepare to

establish Korean AT center in order to invigorate AT which is still staying at the

early stage. Tentatively named KCAT needs to build up integrated aid system

with AT as the center and perform tasks to encourage studies and train

talented people. Additionally, in order to establish the center, we will have to

build up integrated aid system and legislate for foundation of the AT center as

well as introduce AT to existing business.

1. 서론
1960년대 중반 국의 경제학자 E. F. 슈마허(E. F. Schumacher)는 그의 저서‘작

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논의 된 이후로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관련 기관들이 등장했다.

이 논문집 앞선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관련 기관들이 소개되었다. 이

에서는 다양한 적정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논

의되고 있는 (가칭)한국적정기술센터의 필요와 사업 내용 및 설립 절차 등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 적정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한 적

정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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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배경 및 목적

①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 수행을 위한 통합적 수행기관의 필요성
국제사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원조에서 벗어나고자 2005년 파리선

언을 통해서 국제개발원조의 파트너십 강화,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수원국의 주인의

식과 원조공여자간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는데 합의하 다. 특히 파리선언의‘원조효

과 제고를 위한 12개의 발전 지표(12 Indicators of Progress)’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

닌 프로그램 접근(Program-Based Approaches; 이하 PBA)방식의 새로운 원조 실시

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2)

세계 각국의 원조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 사업으로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02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사업의 1/3 이상을 이 방식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 JICA의

경우 2006년 23개 주요 분야 과제 부분에서 39개의 사업을 프로그램접근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2008년 6월, 섹터별 프로그램 지원(Sector

Programme Support; 이하 SPS)을 자국의 핵심 원조 방식으로 정리하고 기존 사업

을 SPS의 틀 내에서 통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3)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표 1.  한국적정기술센터의 설립 개요>

한국적정기술센터
Korea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KCAT)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특수법인으로서, 빈곤퇴치를 위한 기술개발의 보급 및
전파를 목표로 한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원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 기관들의 역할 조정 및
적정기술의 보급과 전파를 위한 지역 사회조직의 사회경제적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
로 한다. 

국내외 적정기술의 개발
적정기술 프로젝트의 발굴
적정기술 정보시스템의 구축
적정기술 전문인력의 육성·연수 지원
적정기술의 보급 및 전파 사업

명 칭

기관성격

설립목적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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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도 프로그램접근 방식의 도입을 위한 체계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자체 발간한 연구보고서4)에서 선진 PBA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사업이 수원국 개발 프로그램과 부합하는데 있어서 국별지원전략(CAS)의 기능이 미흡

·중기예산안의 부재와 함께 현재 사업 형태별로 계획·집행되는 예산체제

·개별적인(프로젝트,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프로세스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

·사업발굴과 형성 단계에서 기초 분석과 조사가 미비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미흡

한국 적정기술 센터 설립은 PBA 도입과제에서 논의되고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표 2.  한국적정기술센터를 활용한 PBA도입 방안>

KCAT의 기능 기대효과

통합적인 사업 수행 기능을
담당.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

해서 정책수립을 위한
통합적 데이터 구축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CAS 기능이 미흡

다양한 기관의 통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정책수립 가능

현장 중심의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미흡

사업의 발굴-실행-평가에 이르기
까지 수원국 중심의 개발 실행 전
략을 통해서 구체적인 파트너십

구축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 통합 예산체계 구축

중장기 예산 부재와
사업별 예산체계

부처별 통합 예산체계 구축을 통한
중장기 예산 마련과 국내 ODA를
넘어서는 재원의 다양성 확보

PBA를 중심으로하는
통합적인 사업실행의 추진개별적 사업추진 절차

부처별 정책 조율 단계를 넘어서는
수원국 중심의 사업 실행을 통한

ODA효과성 제고

다양한 실행 주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축적 및 공유

사업발굴과
기초 분석 조사의 미비 통합적 연구 조사 기능의 강화

PBA 도입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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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ODA참여기관들의 역할 조정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PBA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서는 먼저 기존 사업이 수원국 개발 프로그램과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별지원전략

(CAS)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사업 발

굴과 형성 단계에서의 기초 분석과 조사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외 NGO 및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공여국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의 정부 기구에서는 주로 예산 지원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이었다면 보다 실질적인

집행과 기획에 있어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예산, 실행, 평가, 확산에 있어서 보

다 유연하게 운 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2010년 1월에 공포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서 분절화되어 있던 ODA 추진체

계는 보다 정책적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적 예산 운 이나 정부 기구간

의 협력을 넘어서 점차 국내외 NGO, 기업, 국제기구나 다른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적정기술을 중심으로하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③ 기존의 기술협력 사업의 발전을 넘어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브랜드 구축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은 크게 무상원

조와 기술협력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까지도 분절화된 한국 ODA의 특성상 한국국

제협력단 이외에도 2006년의 경우 23개의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기술협력과 직·간접

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총 391개에 이를 정도로 개별화 되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과학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0월 20일

상하이에서 UNDP와 공동으로‘새로운 한-UNDP 협력사업’착수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개도국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0~2014년까지 5

년간 총 450만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조직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정책자문, 훈련 워크숍, 교재 개발·발간, 장비 지원 등의 형태로 추진될 예

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비롯한 다양한 부처간 사업들과도 관계

가 깊다. 이를 과학기술 분야라는 핵심적 역으로 집중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면

서 국가 브랜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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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장기적인 예산 체계와 재원마련의 다양성 구축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계

획을 넘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제 8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면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8조 제1항에 따

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의 배

분에 있어서도 다년간 프로그램 설계 및 미지급금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들에게서는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차기

예산년도에 흡수시키기 위한 특별 조항이 존재한다. 

센터는 법인형태로 운 되어 프로그램의 개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시행에 있

어서 NGO 및 민간 기업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프

로젝트의 경우 민간협력 파트너십(PPP) 구축 및 상업적 접근(Commercialized

approach)도 가능하며,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예산을 배정 받거나 국제기구와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이 보다 용이해 진다.

3. 사업내용

① 통합적인 적정기술의 발굴과 정보시스템 구축
적정기술의‘적정’이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항상 현지의 상황과 자원과 결부되

※사례) 공여국에서 예산 배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항>5)

독일 : 원조예산항목의 대부분에 대해‘약속 허가’(commitment authorization)
라는 제도를 통해 선(先)기획이 가능하다. 이는 수원국 또는 다자협력기
관에 대한 다년간 약속의 근간을 이룬다. 

미국 : 대체적으로 약속(commitment)을 토대로 운 된다. 충당된 기금은 같은
예산년도에 약속되어야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배분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국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을 충당할 수도 있다. 

스위스 : 스위스의 연합국회(Federal Assembly)는 원조예산의 대부분을 다년간
틀에 입각해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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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석되어야 하기에, 한 지역에서의 적정기술이 다른 지역에서는‘적정’한 기술이

아닐 수 있다. 즉, 적정기술은 재현성(replication)이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원국

에 대한 수요조사가 철저히 병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행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국제개발 수행기관들(정

부, 현지 특허청, 국제기구(WIPO, UNESCO, UNICEF 등), NGO(굿네이버스, 기아대

책, 월드비전, 가나안농군학교, 팀앤팀 등), 기업 등)은 프로그래밍화 되어있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준비 및 공동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서 통합된 프로그

램을 기획한다.

적정기술을 현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조사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개별화되어 있는 수원국의 지역 정보를 센

터 중심으로 모으고 이를 분류화해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

다. 또한 조사단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보를 토대로 적용가능한 적정기술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미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IP&Development Online Centre’

(www.ipforliving.org)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조사 기능의 강화

를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대학들과의 연계사업

강화가 필수적이다. 

② 프로그램에 기반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여러 원조양식을 결합한 패키지적 방식인 원조 프로그램의 도입은 무엇보다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 간의 연계성과 유기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양식 간 업무 중복의 방지(특히, 사업 발굴, 형성, 평가 및 모니터

링 단계) 등 절차상 비용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은 먼저 국별지원전략(CAS)에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의 국가 및

섹터 개발 프로그램을 규정을 바탕으로 센터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부, 기업, NGO,

대학,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 주최와 협력을 하며 이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와 분석

을 실시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현지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도입 가

능한 적정기술, 행정적 지원 서비스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업무를 총괄하는 계획표(Rolling Plan) 작성이 진행되는데 계획표 안에 포함되

어야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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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Rolling Plan

·지원 대상 수원국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수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분석

·도입 가능한 적정기술에 대한 분석

·다음 단계에서 심사, 승인에 상정될 전략 방안 문서 (기존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연수 사업 등)

③ 적정기술 전문 인력 육성과 교육 기능의 활성화
센터의 적정기술 사업은 개도국 내 개인의 기술·능력 향상보다 현지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따라서 독립적인(Stand-alone) 전문가 파견보다 주로 역

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기술의 분야

별 파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고용, 거버넌스와 행정적 지원, 보건의료 및 사회적

보호,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요소가 통합적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적정기술 전문가의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적 기술·지식 요건과 인격·적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개도국관련지식, 종합적 프로젝트

메니징 능력,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비롯해서 현지 적응능력,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 등이 요구되어 진다.

※사례) 선진 원조기관들의 기술협력 전문가 운 실태 >7) 

독일의 경우 기술협력에 파견되는 전문가(expert)를 기술컨설턴트(technical
consultant)라 부르며, GTZ은 2006년 1,102명의 일반전문가를 파견하 으며
지역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비중이 분야별로는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28.1%) 그리고 경제개발과 고용분야(22.3%)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일본은 기술협력 전문가를 크게 기술이전형과 기술조정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이전형은 해외에서 실시되는 기술협력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전문기술을 활
용하여, 수원국의 카운트파트(C/P)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제도 및 조직개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주로 수원국의 중앙 정부기관의 정부고관이 C/P로
위촉되어 정책자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정부기관에서 현장중심의 기술이전을 전
문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술조정형은 다양하게 원조사업의 관리와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일본 JICA의 경우 업무조정원, 프로젝트 메
니저, 원조조정전문가 등의 형태로 불리며 참여 기관 간의 연락조정 및 원조계
획 및 안건의 형성과 실시지원을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사업의 홍보
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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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장기적으로 적정기술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 적정기술 교육 실시, 적정기술 관

련 교환·장학금 프로그램, 국내 대학의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센터의 인턴 및 프로젝

트 보조원(project assistants) 프로그램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적정기술 관련 경진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린이용

교재개발과 교육 기자제 개발도 실시한다. 보다 포괄적인 적정기술의 인식 보급을 위

해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적정기술 관련 전시회의 유치 및 독자적 전시회

개발도 진행한다. 

4. 향후 실시 계획(안)

① 예상되는 전반적인 과제
KCAT의 설립은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확대라는 측면보다 우리나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분절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

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PBA방식에 대한

도입 프로세스이다. 이 PBA방식의 도입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한국적 개발경험의

요소와 함께 우리의 비교우위와 차별성을 어떻게 개발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과제에서 출발한다. 

KCAT의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통한 개발원조 사업의 실시라는 측

면에서 각 관련부처들의 동의가 연합이 중요하다. 그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기존 사

※사례) 독일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8)

개발정책교육(development-policy education)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대국민홍보 개발교육으로 대부분은 개발
교육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관에 할당됨

Chat of the Worlds
BMZ가 지원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개발교육교재 제작 프로젝트

개발교육을 위한 학교교환 프로그램(ENSA Programme)
독일학교의 대표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원국학교의 대표단간의 교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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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적정기술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형 PBA방식이 도입

되는 것을 기대한다. 실제적인 KCAT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혹은 새로운

입법 발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표 3. 선진국 적정기술 관련 기관>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9)

무상자금협력은 외무성이 담당하며, JICA는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

국가

일본
원조
기관

민간
기관

기술협력공사
(GTZ)10)

독일 ODA의 가장 중요한 실행기관으로
부흥금융금고(KfW)와 GTZ

독일

네덜란드원조기구
(SNV)11)

2002년 네덜란드 외교부로부터 독립했으나, 여러형태로 정부
와 긴 한 협력체계 유지

네덜
란드

적정기술센터12)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gy)

1980년 호주의 원주민 커뮤니티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적정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를 확보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호주

대안기술센터13)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1973년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온전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과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

국립적정기술센터14)

(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1977년 빈곤퇴치를 위한 개술개발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저소득 커뮤니티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성격 담당기관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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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별 추진계획(안)
KCAT의 설립을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향을 타임라인과 우선 순위를 바탕으로 분류

하면 아래와 같다.

단기적 과제로는 적정기술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보다 세 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관련 연구의 진행이 시급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관들의 육성도 장려되어야한다. 더불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에 통합적 시

스템으로 프로그램밍화하는 과정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도입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중장기적 과제로 PBA구축 체계 가운데, KCAT 설립이 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 각

사업들의 통합화 과정 속에서 적정기술의 도입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더불어 예산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다 신속한 협력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제 15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에 따라 적정기술 운 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표 4. 소요 타임라인과 우선순위>

소요 타임라인

단기
(2년 미만 소요)

중기
(2-4년 소요)

장기
(4년 이상 소요)

국내 적정기술 관련 연구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적정기술 전문가 양성과정’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

개별 사업들(봉사단, 새마을운동, KSP사업 등)에 대한
적정기술화 도입

적정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개발 모델의 개발

PBA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15조를 기반으로하는 적정기술
협의체 구성

센터설립에 대한 법안 마련

센터의 설립

세부전략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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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KCAT운 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과 운 방안

이 마련되어야한다. 

KCAT의 조직 구성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KCAT의 설립·운 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된다. 당연직 이사로는 국제개발협

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게 되며 나머지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가 추천하고 공공기관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된다. 감

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공공기관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

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림 1. KCAT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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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있어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기술개발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서‘전략기획실’

과‘지역정책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면서 운 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기관들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KCAT은 사업협력부서를 통해서 각

기관의 참여 및 업무 조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기술지원부를 통해서는 기술의 자문

과 연구 및 인력 파견 등을 진행하면서 적정기술에 대한 정보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프로젝트 섹터별로 진행되기 위해서 사업개발부는 각각의 프

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지원부에서는 국내 적정기술의 전문가들을 육성 및 발

굴하고 현지 지역별 파트너들의 역량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가칭)한국적정기술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적정기술 관련 연구 및 이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의
본 연구는 특허청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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