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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팀 소개 

김상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석사 
 
박근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수진 / 청주대학교 불문,광고홍보학과 (Staff) 
최승민 / 고등학교 화학교사 
이지현 / LG전자 연구원 
최선인 / 환경교육 
박일수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영. 제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나가자 



팀 소개 



문제 선정 과정 

탄자니아 버마 필리핀 에티오피아 DR. 콩고 

네팔 말라위 인도 북한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베닌 세네갈 



문제 선정 과정 

탄자니아 버마 필리핀 에티오피아 DR. 콩고 

네팔 말라위 인도 북한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베닌 세네갈 

지구촌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점 



문제 선정 과정 

에티오피아 



대상 국가 

Ethiopia 



Why Ethiopia? 



에티오피아 

동족잔상의 비극이었던 6.25…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참전하였던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파견한 Kagnew 부대는 
포로를 남기지 않은 유일한 부대로서 
그 만큼 용맹히 싸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9,253km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거리 
그리고… 심리적 거리 



에티오피아 

169/175 
인간개발지수(HDI) 

390$ 1인당 GDP 
1년에 44만원 
하루에 1,200원 



에티오피아 

169/175 
인간개발지수(HDI) 

390$ 1인당 GDP 
1년에 44만원 
하루에 1,200원 

3천만 인구가 절대빈곤 



에티오피아의 이미지? 

COFFEE? 



Why Coffee? 



커피 생산 순위 

왜 커피인가? 



1인당 커피 소비량 

왜 커피인가? 



1인당 커피 소비량 

높은 생산 / 높은 소비 
과잉공급으로 인한 커피값 폭락 

왜 커피인가? 



= 바이오매스! 

왜 커피인가? 



비료 땔감 방향제… 

왜 커피인가? 



왜 커피인가? 

비료 땔감 방향제… 

다양한 커피의 가치 
대체연료에의 가능성 

 커피찌꺼기로 굴러가는 차도 있대요! 



왜 커피인가? 



왜 커피인가? 

공정무역?? 
커피 농업의 지속가능성 



커피 농가 

예가체프 

짐마 시다모 

하라 



우리 조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프리카에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2012년 3월 20일 
Nateon 에서… 



커피 농가 

여긴 시다모에 위치한 커피 농가입니다  



커피 농가 

곤다르씨는  커피 체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가 

많이 모였습니다 



커피 농가 

일단 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 농가 

가끔 커피 추출을 위한 분쇄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적정기술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하아.. 



Coffee 
and 

Ethiopia 



커피 농가 

커피 생산 방식 

포레스트 커피 

세미 포레스트 커피 

플랜테이션 

가든 커피 ----   90% 



예가체프 

짐마 시다모 

하라 

커피 농가 

커피 생산 방식 

건식 

물이 필요 없음. 3~4주 건조, 하라 

 

습식 

자본이 필요함. 예가체프, 짐마, 시다모 



커피 농가 

문제점 

가공의 낙후화 

 

재배지와 Mill과의 거리 

 

물이 부족 



커피에 대한 고찰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슈 

버릴 것이 없는 커피 

 

하락하는 원두 가격  

 

다양한 가치를 지닌 커피 



Main Idea 



Insight 



Insight 

커피의  
다양한  
가능성 

커피  
농가와 
조합 



Insight 

퍼머컬쳐 
  =지속가능한 정주체계를 조성하는 방법 

 



Insight 

가든 커피 농가들과 Mill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소중하니까… 



Precondition 

커피를  
소비해야 함 

습식 방식이 
적당함 



Now, How? 



Application 
Part-1 



결점두 활용 펄프 활용 바이오매스 

Application1-1 



Application1-1 

결점두Defect bean 

Dry/Pod Shell Foreign Matter Parchment 

생두의 재배나 가공 과정에 생긴 비정상 생두로서 중간 과정에서 
현지인의 수작업으로 걸러진다 



Application1-1 

결점두를 활용한 오일추출 

수망에 
생두 넣기 

1차 크랙 2차 크랙 

다크 로스팅 



Application1-1 

결점두를 활용한 오일추출 

핸들 
압착기 

카페올 
함량 

이틀 후 자연스럽게 오일 추출 

핸들압착기에 넣고 카페올을 뽑아냄 

아라비카종 원두 17% 

로부스타종 원두 11% 



Application1-1 

카페올을 이용한 상품 

카페올을 이용해서 비누, 미용제품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제작의 가능성이 있음 



결점두 활용 펄프 활용 바이오매스 

Application1-2 



Application1-2 

커피펄프Coffee Pulp 

펄프 = 당도가 매우 높은 과육 

습식법 도중, 물에 뜨는 것들을 걸러내고 외피와 과육을 제거함  



Application1-2 

왜 커피펄프인가? 

커피체리 100kg당  

펄프 46kg 발생 
 



Application1-2 

커피펄프를 이용한 가축 사료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가축의 중요성 
 :소, 양, 염소 가죽이 커피에 이은 2번째 주요 수출 품목  

현지에서는 작물농업과 가축사육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음 

커피산업 + 축산업 



Application1-2 

커피펄프를 이용한 가축 사료 

방법 효과 

펄프를 기존 사료와 8:2의 비율로 
섞는 것이 적절 

말린 것보다 생(生) 펄프를 사용하
는 것이 소화가 잘 되고, 맛도 좋음 

펄프 분리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해야 영양 풍부  펄프 분리소와 
축사를 가까이 설치하여 효율성 제고 

커피산업, 축산업을 동시에 효과
적으로 운영가능 

사료와 비슷한 영양 갖추고 있어  
비싼 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 

가축사료로 판매하여 커피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음 



결점두 활용 펄프 활용 바이오매스 

Application1-2 



Application1-3 

바이오매스Biomass 

나무 풀, 가축 분뇨, 음식쓰레기 등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 

물과 온도 조건만 맞으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음 
최소의 자본으로 이용기술의 개발이 가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음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음 



Application1-3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성 선행연구 

커피 찌꺼기를 말려 알갱이로 만든 후 

 

목재와 함께 고온으로 가열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등으로 구성

된 가스를 생성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 



Application1-3 

마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 
작업장 조명 작업 기기 동력 그 외 에너지원 



Application 
Part-2 



커피 시식 버섯 재배 커피 상품 

Application2 



Application2-1 

커피 시식Taste Coffee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레모니 
 
문화를 넘어선 의식 
: 손님에게는 환대의 의미 
 
서로의 생각과 일상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 



Application2-1 

녹색풀의 의미는 신성함 때로는 
꽃잎과 더불어, 
 
아로마향을 품은 숯은 커피의  
진한 향이 공간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 
 
의식의 신성함과 숭고함  
동시에 향긋한 아로마향이  
좋은 기분을 만들어 주는  
특별한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레모니 
 



Application2-1 

화로 위, 잘 피운 숯불에 직접 로스팅연한 녹색과 회색 빛을  
띤 생두는 로스팅을 하면서 갈색으로. 
 
손수 절구에 찧어 만든 커피가루를 '테라코다'로 만들어진  
'자바나'(커피포트)에 물과 함께 넣어 끓이기. 
 



Application2-1 

에티오피아 커피 세레모니는  
한 번의 커피 세레모니로  
석 잔의 커피를 마신다. 
 
첫 번째 잔 Alol 아볼  
두 번째 잔 Hueletanya 후에레타냐  
세 번째 잔 Bereka 베레카 
뒤로 갈수록 묽어지는 커피의 맛 

저마다 각각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도구를 사용해 
 
정성과 시간을 들여 소소한 행복과 커피를  
나누는 에티오피아의 전통을 맛볼 수 있는 시간 



커피 음용 버섯 재배 커피 상품 

Application2 



Application2-2 

커피 찌꺼기Used Coffee Grounds 

커피를 내릴 때 커피콩의 0.2%만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로 버려짐.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와 매립되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위험이 20배 높은 메탄가스를 배출함.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는,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생태적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버섯을 다 키우고 난 커피찌꺼기는 좋은  
퇴비가  됨) 



Application2-2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 사례 

9,000원 

㈜꼬마농부(이수현 대표)의  
버섯재배 키트(느타리버섯) 

백 투 더 루츠(Back to the 
Roots) 알레한드로 베레즈와 
닉힐 아로라(고메이 버섯) 

19.95$ 



Application2-2 

버섯 재배 적용 

버섯재배 기술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재배한 버섯을 마을 주민들이 버섯상품을 만들어 커피제품과  
함께 기념품 샵에서 판매함 



Application2-2 

버섯 재배 적용 



커피 음용 버섯 재배 커피 상품 

Application2 



Application2-3 

커피 상품Coffee Product 

커피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지닌 찌꺼기와 오일 등을 활용해 
커피 농가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Application2-3 

버섯 재배 적용 

커피 비누 커피 오일 커피 방향제 



Application2-3 

버섯 재배 적용 

커피 여행 커피 버섯 재배 키트 커피 원두 판매 



Coffee Ground 



Coffee Ground 



Coffee Ground 



Coffee Ground 



Coffee Ground 



Do you like coffee?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