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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과 적정기술의 역사를 통한
개념 탐구와 공통점 탐색

이 충 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 전공

인류의 원한 화두는“행복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조금 더 나아가

공동선을 성취해야 할 시민의 행복으로 발전하고, 더불어 전 세계민의 행복에 대한

물음까지도 해 본다. 빈곤해결을 위해 시작된 평생교육은 '출생에서 무덤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 및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행

복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 적정기술 또한 인간중심의 기술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

여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실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너무도 같아

보이는 평생교육론과 적정기술을 지나온 역사 및 개념을 비교 탐구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밝혀보고자 하 다. 놀랍게도 적정기술과 평생교육의 이념 및 방향, 대두된

시대적 배경, 유네스코에서의 발표 시기, 부흥기, 침체기, 그리고 재도약 시기 등 대

부분 같은 시기에 같은 길을 걸어 왔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제 21세

기 전 세계민의 소외된 90%를 위하여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은 환경오염, 식량부족,

재난, 빈곤,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인류의 지

속적인“행복 실현”기여에 대한 방향 모색을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을 통한 건강한 개인 및 공동체 만들기의 논의들이 활발

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조직적인‘적정기술’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하던 이동근에 의해 2006년‘대안기술센터’가 적정기술을 이용한 지

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 공동체성 회복,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에 있어 대

안 제시, 빈곤퇴치 및 자립경제 체제 만들기 등의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어 200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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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사)나눔과 기술’, ‘(사)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한동대학교 그린적정기술연구센터’, ‘적정기술미래포럼’등의 단체가 차례로 설립되

었다.1) 또한 2013년 9월‘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교육부에서 발표와 더불어 전국

적 행복학습센터 매니져 양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리더를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하

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인류의 최대과제인 지속적인‘행복 실현’이 궁극

적 목표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2013년도 OECD 행복지수(BLI) 조사 결과

34개 국 중 27위, 201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56위이며, 특히, 주거,

소득, 고용에 대한 행복도가 낮은 만큼,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삼고, 국민 문해 역량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

원,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등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과 학습

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하는 등의 추진 과제로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을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은 말한다. 

또한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UN, 2012)2)이므로 100세 시대‘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수립배경의 평생학습에서

도 소외되었던 소외계층이 국가의 적극적인 평생학습 지원제도를 통하여 이제는 적

극적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빈곤에서도 벗어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발상,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 인간중심의 기

술로 대변되는 적정기술과, 근로자 교육운동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평생교육은 인간

삶의 기본권 수호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환경파괴’, ‘식량부족’문제는 대표적인 인간

의 기본 생존권 의·식·주까지도 위협받는 문제로, 그로 인해 고통 속에 날마다 행

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수십억 명이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의 역사고찰을

통한 대두 상황을 밝히고,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의 관계를 규명하며, 상호 협력의 당위성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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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의 역사고찰

2.1 평생교육의 역사
평생교육의 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동양에

서는 고대 중국의 유교 및 도교, 고대 인도의 우파 니샤드 경전 등에서, 그리고 서양

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특히 Homer, Socretes, Plato, Aristotle의 사상 등에

서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수양 등과 같은 생각이 강조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 속에 내재된 것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Comeneius, Condorecet 등과 같은 교육 사상가들의 출현에 의해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장되기에 이르 다.3)

유네스코는 1949년 제1차 세계성인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dult

Education)를 덴마크의 엘시노어에서 개최한 이래, 1960년에는 제2차 회의를 캐나다

의 몬트리올에서 개최하 다.4)

현대적인 의미에서의‘평생교육’이라는 말과 그 사상이 대두된 것은 1965년 12월

유네스코의 국제회의에서 프랑스의 성인교육 이론가이고, 실천가이며 유네스코 성인

교육 국장직을 맡고 있던 Lengrand의‘ 구교육(education permanentee)’이라는 제

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평생교육의 출발점 이었던 것이다. 1970년‘세계교

육의 해: Internation Year of Education’의 기본 이념으로 평생교육의 원리가 제창되

었고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3차 세계 성인교육회의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유네

스코의 모든 교육계획의 중심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세계 각국에 이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Wain, 1987:68-69). 우리나라에서‘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이

라고 번역한 것은 1973년 8월 춘천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전략을 주제로 학계 및

교육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다.5) 권두승(1995)은‘이렇게 해서 평생

교육이라는 용어는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 다.’고 하 다.

1960년대와 70년대 낭만주의적 논의에서 출발했던 평생교육론은 1980년대 비실용

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 받았다가 1990년대 다시 평생학습론으

로 재등장하게 된다.6)

이 시기 유네스코는 Faure위원회의 뒤를 잇는“21세기 교육을 위한 국제 위원회”,

Delors 위원회를 조직하고, 1996년 Learning to be를 잇는 두 번째 보고서인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을 발간하 다.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신자유주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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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 포스트모던시대의 등장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를 위한 학습

만으로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개념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①존재를 위한 학습,

②행하기 위한 학습, ③알기위한 학습, ④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라는 4개 기둥을

제시하 다.7)

세계성인교육회의의 개최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5차 세계성인교육회의가

199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가 2008년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

되었다. 제6차 세계성인교육의 경우, 200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 회의가 우리나

라에서 개최된 데 의미 있게 여겨진다.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는 유네스코는 평

생학습을“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학습은 포용, 해방, 인본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철학이자, 개념적 틀이자, 모든 형태의 교육을 조직하는 원리”이며,

“지식기반사회의 모든 비젼을 포용하며,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Delors 보고서와 제5, 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통하여 유네스코는 그 평생교육에 담

긴 인본주의, 인간중심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교육과 학습의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고 급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 다.8)

2000년 세네갈 디카르에서는“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고, 이 포럼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2015년까지“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1990년

좀티엔 회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합의하 다.

이후 2009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의 후반부를 전망하고, 이를 위한 과제 발굴을 논의하 다.9)

2.2 적정기술의 역사
적정기술의 역사는 김정태 외 5인의 저서‘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1

장에 소개되어 있는 역사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보겠

다.10)

적정기술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간디의 사상은 인도의‘스와데시(swadesh)'로‘모

국(母國)’을 뜻하는 힌디어로 외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피하고자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이다. 

슈마허는 1965년에‘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회의 연설과 <옵저버>지에 기고한 을 통해서 인간중심의 기술인

‘중간기술’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제안에 동의한‘아프리카 발전 위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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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Africa Development Trust)’에서 기부한 100파운드를 자본금으로 슈마허는 1966

년 국 런던에‘기술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중간기술개발집단 (Intermediate Technology  Devlopment Group,

ITDG)’을 설립했으며 이후 ITDG는 보다 포괄적인 이름인‘실용적 행동(Practical

Action)’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ITDG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미국에서 파파넥은

1971년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발간한다.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라는 슈마허의 책을 발간

하며‘중간기술’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때 국의 웨일스에‘대안기술

센터(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CAT)'를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과 삶의 방

식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1973년 제러드 모건(Gerard Morgan)이 설립했다.

국립적정기술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된 즈음, 폴 폴락(Paul Polak)은 방 라

데시에서 극심한 빈곤을 목격하고, 1981년 국제개발회사(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IDE)를 빈곤층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목적

으로 설립했다. 198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마틴 피셔(Martin Fisher)는 경제적

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자선’이 아니라‘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침내 1991년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84달러짜리 휴대용 수동식 펌프를 개발

하고 아프로텍(Approtec,이후 Kick Start로 이름을 바꿈)을 설립했다. 

21세기 들어서 첫 해에‘새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면서 지난 20년간 주류사회에서

외면 받던 적정기술 운동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졌다.

2007년 5월부터 열린 뉴욕의 쿠퍼휴잇(Cooper Hewitt)박물관에서 열린‘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Other 90%)'전시회를 통해 미국의 적정기술 운동이

일반 대중에게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에이미 스미스는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개발디자인서밋 (International Development Design Summit,  IDDS)’을 2007

년 개최했다. 이에 감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2008년 8월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설계 아카데미’를 대학생 대상으로 2박 3일간 개최했다. ‘IDDS 2009’는 가나의

KNUST에서 열렸으며 이 때 제시된 프로젝트는‘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배터리’, ‘수동 농작물 분쇄 기계’, ‘환경 친화적 화장실’, ‘저비용 염소 소독기’등

이었다. ‘IDDS 2010'은 10가지 적정기술 아이템에 대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적으

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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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시애틀에서 있었던‘2011 IEEE GHTC’에서는‘건강·의료 기술·

원격의료’, ‘재난 경고 및 대응’, ‘수자원’, ‘교육기술’. ‘ 농업기술’, ‘지속가능한 에

너지’등의 발표가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지원하

는 기술 정도로 여겨왔던‘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전 세계인의‘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3.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의 개념

3.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활동이며, 그것은 평생학습사회

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조직배경의 독특한 시대 구성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

동 가운데 인간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중핵학

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1)

장진호는 "평생교육의 이론적 틀은 네 가지 요소로 풀이해서 생각 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즉‘life’, 'lifelong’, ‘intergrated ’그리고‘education’이다. 이 네 가지 차원에

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고 교

육이념으로서는 생(life)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life'란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대단히 다양하다. 특
히 현대적 삶의 의미는 더욱 복잡하고, 인간성의 상실, 인간회복, 인격의 조화적 발달
등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삶의 욕구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생
의 함축된 뜻도 다양하지만 현대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역도 광범위하다. 삶의
조화는 인격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데, 현대적 삶은 어느 한 분야에만 기울어져
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산업, 대중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외부 동향적 사고와 기술과 물질적 성취 의욕 속에 내면적 삶과 정신적 단순
가치를 무시해 버리기 쉽다.
생의 실질 현상 속에는 철학적, 종교적,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 목적, 유

기체의 성장과 순환 등의‘생명’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일생의 주기를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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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열에서 본 생활의 뜻도 있고, 역사적, 공동체적 삶 등 문화와 사회 측면에서
위되는 생의 의미도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을“생”의 질적 향상이라고 볼 때 이 이념의 구현인 교육의 목표는

평생 동안에 걸친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의 함양에 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선도적 주창자인 Lengrand는 바로 이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그는 평생교육을“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 각기 자신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밝

히고 있다.12)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

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 사회

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13)

3.2 적정기술의 개념
19세기 초반부터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아래‘빈곤층의 법’을 폐지하고자 노력했다.

국의 고전파 맬서스는 빈곤층을 돕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빈곤해지는 것이

며, 그들이 노동 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세

기 말에 와서 빈곤층에 대한 이 같은 접근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빈

곤 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14)

국의 비주류 경제학자인 슈마허(E. F. Schumacher)는 1965년 칠레의 산티아고에

서‘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회의

에서‘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중간기술의 목표

를 ①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존재해야 하고, ②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저렴해야 하며, ③희소 자원의 낭비가 적어야 하며, ④분산형 에너지를 사용

하고, ⑤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⑥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슈마허는 1966년 국에 ‘중간기술개발집단(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ITDG)’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중간기술’

이라는 이름이 열등하거나 저급 기술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발전의 사회적, 정

치적인 요인에서 분리되어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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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중간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은 시간과 장소에

적정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다. 

바커 한스(Bkker Hans)는 그의 논문 <스와데시 혹은 적정기술에 대한 간디적 접근>

에서 적정기술을‘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긍정적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

술’로 정의하고,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위 20%의 사람을 혜택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한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NCAT)는 적정기술을‘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

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에 각 지역

의 특성이 다르므로 한 지역에 적정한 기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정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 적정기술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아부바카 압둘랄리

(Abubakar N. Abdullalli)는“적정 기술은 자립적이고, 문화적 혼란을 거의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 사람의 복지를 위한 기술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피터 듄(Peter Dunn)은“적정기술은 특정 커뮤니티의 소망, 문화, 전통과 양립 가

능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파괴적 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5)

4.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의 대두된 상황 및 변화 과정의 공통점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문맹퇴치를 비롯한 계몽 운동으로서의 성인교육이 보편화되

고, 각급 각종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더해가는 것과 비공식 교육, 계속교

육, 그리고 성인 교육론 등이 점차 활기를 띠는 가운데“평생교육발전세미나”가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1967년 8월 개최됨에 따라 평생교육론은 본격화된다.16)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학습욕구가 한층 높아지게

되는 계기를 맞으며, UNESC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들은“사람들의 마음속에 평

화를 심어 주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토대로 각종 형태의 교육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전개된 세계성인교육회의는 평생교육론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17) 같은 시기에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포인트 포(Point Four)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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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1949년 발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원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

을 이전받은 개발도상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미국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18)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후라는 시대적 등장 요구를 받는 가운데 대두 된다.

한숭희(2006)는‘어떤 선택된 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

라‘모든 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택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으로‘선

택된 문제’의 정교함과 특수성에 비추어 평생교육학의 응집성과 고유성이 정당화 될

것이며, 평생교육학은 이러한 교육 활동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는 학문적 활동으로

보았고, 독일 출신의 국 경제학자 슈마허는 20년 이상 국국립석탄협회에서 일하

고, 1955년부터 미얀마에서 유엔의 경제자문가로서 일한 경험을 통해“경제학의 문

제는 고정된 하나의 해결책을 갖지 않는데 그것은 인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오직 특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환경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

고 생각했다.19)

또한 평생교육은 교육 전반을 일종의‘살아있고 생동하며 스스로 성장 진화하는 시

스템’으로 이해하고, 그에 터하여 지금까지 분절되어 이해되어 오던 각 교육 부문들

간의‘경계 넘기(border crossing)’및 통합과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그 자체를 구조

조정 하고자 하는 일련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20)

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기술은‘스스로 진화하고, 역동적이며, 발전에 관한 완

벽한 시스템적 접근’이며, ‘지식, 기술,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철학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한 가지 접근방식’이다.21) 적정기술의 가장 정확한 기준은‘인

간’이며, 적정기술은‘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우선시’하는 사고체계 또는

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이 집단으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리하기

시작한‘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욕망은 교육을 통해 이

루어졌다. 

슈코돌스키(Suchodolski)는“교육은 미래의 발전이 문화를 보다 인간적으로 그의

행복을 정말로‘인간’의 형용사를 수식될 수 있는 생의 방식에서 구하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평생교육은‘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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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동경에서의 제3차 세계 성인교육회의가“평생학습의 안목에서 본 성인교육

(Adult Educayion in the Context of Lifelong Learning)"을 주제로 개최되는 과정 속

에서 교육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생애를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전면적으

로 다루는 각급각종 교육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교육의 전체성(the

totality of education) 파악을 강조하게 되면서 평생교육론은 국제적으로 풍미하기에

이르 다.23)

1973~1974년에 석유 파동이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커뮤

니티행동국(Community Action Agencies CAAs)'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 보존프로그

램을 시작했다. 1976년에 몬태나 주에 ’국립적정기술센터(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NCAT)'를 설립하는 계획이 제시되고 300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정부 내에 적정기술국

(Office of Approriate Technology, OAT)을 설치했다. 국립적정기술센터(NCAT)의 설

립 목표는 저소득층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 돕는 데 있었으며 1977년

부터 1981년까지 370개의 적정기술 시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석유

파동의 위기가 감소하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의 적정기술 운동에 대한 지원은 중지되고 말았다. 시장중심주의와 함께 강한 미

국을 표방하는 미국의 재남성화(Remasculinization) 흐름에서 적정기술은 시민권 운

동, 여권 운동, 환경주의 운동, 베트남전 패배 등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여성화의 한

부분으로 폄하되어 쇠퇴하고 말았다. 한때를 풍미했던 적정기술은 레이건이 취임한

지 몇 달 안에 학회, 학술 프로그램, 서적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개념으로 전락했

다.24) 평생교육 또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다가 1990년대 다시 평생학습론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 가운데 평

생교육은“인문주의적 평생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 실업교육 중심으로, 낭만주의에서

근대주의로, 인문교양인 양성에서 다기능 인력 양성으로, 기관 및 공급자, 제도권 중

심에서 학습자, 수요자, 문화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그 사조가 전환되었다.25) 1991년

마침내 적정기술에서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84달러짜리 휴대용 수동식 펌프를

개발하고 아프로텍(Approtec,이후 Kick Start로 이름을 바꿈)을 설립했다. 21세기 들

어서 첫 해에‘새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면서 지난 20년간 주류사회에서 외면 받던

적정기술 운동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졌다.26)

2000년대에 들어와 평생교육은“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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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2005~2014)이 공식 선언되고, 유네스

코가 이 사업의 중심기구로 지정되었다.27)

5. 결론

평생교육과 적정기술은 빈곤문제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하

게 누려야 하는‘행복실현’이라는 공통분모로 같은 길을 걸어 왔음을 본 연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은 직업의 구조적 변화속도가 신속, 다양, 복잡성을 더 해가는 현상과 직

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은 1873년에 캠브리지대학교가 최초로 대학교 확장강좌를 개설하여 근로자들

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하 고, 1903년에는 근로자의 고등교육을 진흥시키

기 위한 협회가 발족하 고 2년 후에는“근로자 교육협회(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로 발전되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844년 근로자의 교육 운동이

대두된 이후 1871년에는 국민교육진흥협회(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for the People)가 조직되고 대학교의 확장강좌가 개설되기에 이르고 있었

다.28) 국과 독일의 예를 보아도 빈곤을 근로자의 교육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직업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1965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P.Lengrand가

제출한‘ 구교육’이라는 보고서로 평생교육론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같은 해 불교

에 심취하고 미얀마의 경험이 있던 슈마허도 유네스코 회의 연설과 <옵저버>에 기고

한 을 통해‘중간기술’즉 적정기술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동경에서 1972년 제3차 성인교육회의를 기점으로 평생교육론은 국제적으로 전성기

를 이루며, 적정기술 역시 1973년 슈마허의‘중간기술’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70년

대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1980~1999년까지 적정기술은 주춤하게 되며, 역시

평생교육도 1980년대에 비실용적이라는 비판 받던 가운데 1990년대 평생학습론으로

재등장을 하게 되며, 2000년대에 들어와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극심한 빈곤을 목격하는 경험을 한 폴폴락, 마틴피셔, 에이미 스

미스에 의해 다시 빈곤 퇴치를 위한 적정기술은 2차 부흥기 2000년대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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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빈곤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 속

에서 국과 독일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된 평생교육과 빈곤 퇴치라는 목

적으로 정확한 기준을‘인간’으로 보고,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우선시하

는 적정기술은 인류의 진정한 행복 실현을 위한 한 가지 이상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

온 동반자라 정의할 수 있겠다. 

이제는 적정기술과 평생교육이 적극적인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하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으로 배움의 행복을 누

리고 그로 인한 자존감의 향상은 물론, 더불어 소속한 사회에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마땅히 주장될 수 있다. 더욱이 배움에 기초하여 소외되었던 자신

의 일자리가 연결되고, 그에 터하여 적정기술이 사용된다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게 됨은 물론이고 빈곤 극복뿐만 아닌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성까지

확립되기에 이를 것이다. 

인류는 처한 자연재해, 끈임 없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 환경 파괴, 식량부족,  나아

가 지구 전체의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21세기인 이때도 아들이 설사병이 날

것을 알면서 오늘도 아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 있는

수 억 명이 기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멸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학기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과학기술 지식을 지

혜롭게 신중하게가 아니라 파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

시해야 한다.29) 따라서 인류가 처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

간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가치의 정립을 바르게 해야 하는

데,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며, 그 중심에는‘인간’이 있음을 강조하는

적정기술과 평생교육론은 인류가 처한‘위기극복’및‘빈곤해결’, 그리고‘행복실현’

을 위하여 함께 지속 발전해야 할 것이다. 

6. 부록

6.1 평생교육을 통한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시민참여 정책사업 발굴’의 제목으로 남양주시

평생교육원 김종선의 발표문을 통하여 학습등대를 통한 대표적 학습도시 남양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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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고자 한다.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기관단체, 주민자치센터, 부서별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명한 이유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습등대를 거점으로 한 학습동

아리활동을 통한 학습도시로 정착시켜서 평생학습 이상 실현 즉 마을 협동조합, 마을

기업으로 발전하여, 학습구심점에서 일자리 창출로 마을 경제 구심점으로 발전 변화

성장하 다. 

연도별 학습등대 운 계획을 통하여 지난 4년간의 성장상을 보았다. 이처럼 학습등

대를 거점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하여 불과 4년 만에 시민강사 활용이 8.3배 증가,

학습등대 매니저 배치 10배 상승, 학습등대 프로그램 20배 증가 등만 보아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마을경제 구심점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 발전

됨을 보며 이곳에 적정기술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이 더 크게

확장된다면 이 또한 의도하지 않았으나 더 큰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실천협의회장 이규선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시대

<표 1. 연도별 학습등대 운 계획>
(행복학습매니저 양성사업. 광주평생교육원. 2014. p223-231)

구 분 2011년실적 2012년실적 2013년실적 2014년실적

소요예산(백만원) 100 247 422 1,000

주민학습참여자 841명 3,463명 6,500명 15,000명

시민강사 풀 활용 60명 144명 300명 500명

학습등대 설치수량 10개 38개 60개 100개

구 분학습등대
프로그램
운

50개 228개 500개 1,000개

등대별 하반기 5개 상반기 5개
하반기 4개

상반기 4개
하반기 4개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학습등대매니저배치 10명
(1개소당 1명)

24명
(2개소당 1명)

60명
(1개소당 1명)

100명
(1개소당 1명)

평생교육사 배치 2명 전임 3명
기간제 2명

전임 5명
기간제 3명

전임 6명
기간제 5명



64 적정기술 7권 1호
한밭대학교 | 적정기술미래포럼

정신은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라 말하며, 지역자원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예로 시흥

시 천지인 마을 만들기를 소개하며 마을 만들기 사례를 마치기로 한다. 마을학교와

마을 사랑방운 , 동네마당 활동, 쓰레기 공동배출 시범구역을 운 중에 있다. 앞서

본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동체성, 마을성, 역사성 등이 공동체에 기여할 때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마을 만들기가 된다고 이규선은 주장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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