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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interest related to appropriate technology in Korea is increasingly

expanded from scientists or people engag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o

ordinary citizens and students. The organizations like Sharing and Technology,

Engineers and Scientists without Borders, the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have been in Korea. Now, 2011, argument in

regard to appropriate technology in TEDxYoungSan is developing, and the

academy for Appropriate Technology was born. Through several events, many

NGOs, KOICA and a company like Samsung are trying to make the appropriate

technology as a business model, showing the interest in that.

The history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Korea is very short,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practically, using the technology at the fiel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very little. Considering tru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e need to investigate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organizations applying appropriate technology so that the people in the 3rd

world or underdeveloped countries can enjoy the things that were given to them

as the meaning of real human development. We believe that examining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of GTZ in Germany has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future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presents and analyzes German case through which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development assistance or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useful for reducing the poverty or sustaining the development. 

1. GTZ의 정의 및 성격
GTZ은‘독일기술협력공사(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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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GTZ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개발원조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lis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가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중장기적인

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4개의 실행기관으로 독일기술협력공사(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독일부흥금융금고(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Entwicklungsbank, KfW), 개발지원처(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인적자

원개발처(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InWEnt) 등이 존재한다. 각

각의 기관은 기술협력(GTZ), 역량강화(InWEnt), 전문가파견(DED), 재정지원(KfW) 등

의 고유 역을 가지고 있다. 

GTZ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위촉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자체적인 이니

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정부, 현지 민간 기업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법적으로는 정부 기관이지만,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민

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시장중심 접근(commercialized approach)을 취

하는 경우가 많다. 중점 사업으로는 개발원조, 재해예방, 환경보존 등이 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특히 빈곤완화와 에너지 접근성의 관계에 집중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고, 빈곤층에게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에너지효율-절약형’기술과 제품을 보급한다. GTZ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농촌 및

산간 지역은 국가의 전력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에 소수력, 태양광, 태양열발전

등의 분산형(decentralized)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GTZ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빈곤층의 연료 구입비용 및

여성의 노동 부담을 줄이며 직접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낳아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

완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델로 평가된다.

2. GTZ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

2.1. Energising Development(EnDev) 프로그램
EnDev는 GTZ의 에너지 분야 중점 사업이다.2) 이 프로그램은 개발과 성장의 주춧

돌이 되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네덜란드 정부 간 파트너십에

의해 운 되며, 독일 GTZ과 네덜란드의 파트너인 NL Agency(the Dutch agency for

sustainable and innovation)가 공동 실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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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v는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5백만 명에게 에너지 절약형 기구의

사용,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활용, 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기조로 하는‘에너지 현대화

(Modern Energy)‘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목표 하에 2005년에 시작되었다. 사업의

첫 단계인 2009년까지 21개국 24개 지역에서 실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4백만 명

의 사람들이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공급 등으로 전력을 공급받거나 에너지 절약형

조리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병원 등의 공공 기관에서는 51만 명이 개

선된 에너지 기구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보았다. EnDev 사업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중요시 하며, 일인당 9유로 정도의 투자비용을 유지하고 있다.

EnDev의‘에너지 현대화‘ 사업은 빈곤 가정, 소규모 사업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을 수혜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아래 4가지 사업 분야로

구성된다.

① 가정용 에너지의 공급 및 효율화 : 전 세계에서 농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EnDev는 가정에 안정적으

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전력송전망 확대, 소수력

발전,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② 조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 특히 농촌 및 산간 지역의 25억 명이 조리

를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 대부분이 조리 시에 나무 땔감, 숯, 식물 부산

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궁이를 사용하는데 이는 실내 공기 오염, 사막화, 과

도한 연료비 지출의 원인이 된다. EnDev는 에너지 절약형 스토브의 생산 및 보

급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③ 공공기관을 위한 에너지의 공급 및 효율화 : 학교, 병원, 보건소, 커뮤니티 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대형 조리

를 통한 학교 급식 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펼친다. 

④ 소득증대를 위한 에너지의 공급 및 효율화 : 농산물의 가공, 포장 등 기업의 생

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득 증대를 이끄는 사업을 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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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ousehold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HERA)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을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농촌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까지 보급하기 위한 확산전략(Scaling up)의 일환으로 시작된 HERA는 가

정용 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이다.3) 다양한 지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빈곤 완

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개념과 전략’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독일을 비롯해 관계된

여러 파트너 기관의‘에너지 보급’관련 원조전략을 조화시키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

고 있다. 실행목표는 다음의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① 사용자(소비자) 이익 추구 :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와 같이 에너지 효율성

이 높은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에너지 공급 측면 관리 : 자연자원 에너지원 공급 방식의 개선, 커뮤니티 기반

산림 자원 매니지먼트, 생산자 기술 교육 및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한

시장 상품화 지원 및 마케팅,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그림 1. 2009년까지 EnDev 프로그램이 진행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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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자문 : 빈곤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개념 및 전략 개발, 공여국 및 수

원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 한 프로그램 개발,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계

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과 일치하는 에너지 정책의 개발

④ 국제 로비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상황을 강조하고, 국제개발협

력에서의 에너지 주류화(main-streaming) 추진을 위한 로비 진행

이러한 목표 아래 GTZ의 HERA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①조리를 위한 에너지 ②

조명과 정보통신을 위한 에너지 ③바이오매스 대체 에너지 개발 등 3개 역에서 구

체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① 조리를 위한 에너지
세계 인구의 약 1/3정도가 조리 시에

바이오매스(나무 땔감, 숯, 동물 배설물,

식물 부산물 등)를 태워 사용하며 이는

연료 소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실내공기오염 등 건강상의 문제를 직접적

으로 야기한다. HERA 프로그램은 에너

지효율-절약형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

한 전략 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 지역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지

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빈곤층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기

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품 개발, 설치, 보수를 맡

은 현지 파트너(NGO, 민간 업체 등)에 기술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의 도입에 따른 사용자 교육 및 에너지 관련 대중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② 조명과 정보통신을 위한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14억 인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며, 일몰 후에

는 가사나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없고, 전화, TV, 라디오 등의 정보통신 기기들도 이

그림 2. 조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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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다. 전력이 닿지 않는 지역의 빈곤 가정은 배터리나 등유 램프, 촛불 등으

로 조명을 대신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개발도상국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데 수입의 1/3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병원, 보건소, 소규모 상점 등의 공공시설도 일몰 후에 의료 기기 사용과 약

품 보관에 제약을 받으며, 상점을 운 하는 것도 어렵다. HERA 프로그램은 농촌 및

산간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적정한 기술을 채택하고 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적 환경에 따라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급하기 위한 가격 및 보조금 전략을 개발한다. 제품 생산

에 품질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자, 생산 및 설치 업체를 교육

한다. 

③ 바이오매스
HERA 프로그램은 EU Energy Initiative의 PDF(the partnership dialogue facility)

와 함께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트너 국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주요 에너지원으로써의 바이오매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해 알리는 사업을 펼친다. 바이오매스

정책은 특히 산림 자원 관리와도 접한 관련을 갖는데, 석유연료의 가격이 급증하면

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나무 등 자연연료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적 바

이오매스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르완다 등에서 이러한

정책 컨설팅이 진행됐다. 

3. GTZ 개발원조 집행의 특징

3.1 GTZ의 집행방식
앞서 주요프로그램으로 소개된 GTZ의 EnDev와 HERA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GTZ의 개발원조 집행의 특징은‘적정기술의 도입을 통한 현지의 필요해소 및 역량강

화’로 정리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3개 항목으로 정리된다.

① 에너지 주류화
GTZ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있어 에너지의 핵심적 역할을 주장한다. 또

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연계하여 수원국 정부의 국가발전계획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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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야 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또한‘에너지 빈곤’개념이 빈곤완화

정책의‘주류’가 되도록 자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서‘에너지 주

류화’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한 로비도 추진하고 있다. 

② 적정기술 채택
GTZ은 수원국의 실정에 맞으며 빈곤층 및 소외 계층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

를 내는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 이는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 누구

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현지에서 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

는 기술 등으로 정의되는 적정기술의 일반적 개념과 뜻을 같이 한다. GTZ의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 보급 사업은 적정기술 확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간다, 말라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여개국에 약 천5백만개의 스토브가 보급된바

있다. 이를 위해 GTZ은 현지의 민간기업 및 NGO와 협력하여 건초와 진흙 등을 기

본재료로 사용하는 가정용 진흙 스토브부터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용 스토브

까지 다양한 용도와 가격의 스토브를 개발해왔다. 개발결과는 현지의 사용자 및 생산

업자에게 공유되어 누구나 쉽게 개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오고 있다.  

③ 시장에 기반한 접근
GTZ은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 및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중심의 접근을 선호한다. 마케팅 4P이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의거하여 GTZ의 시장접근 전략을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4)

그림 3.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기술의 예(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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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제품)

지역에서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필요, 하자가 쉽게 보수될 있

는지를 고려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를 위해 GTZ은 수원국의 현지 NGO와 민간

기업에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지원하며, 품질 기준과 품질

인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Price(가격)

GTZ은 여러 소비자 집단의 구매력을 감안하여 제품을 다양화한다. 에너지 효율-

절약형 스토브의 경우, 진흙과 건초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가정용에서부터 학교와

상업시설용까지 각각 가격 조건을 다르게 한다. 단,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

요한 지방분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인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및 소수력발전

구축을 위해서는 원조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아 현지인들에게 구매 보조금, 저금리

장기융자, 마이크로크레딧(소액금융)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Place(시장)

GTZ의 기술과 제품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조건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기의 유통을 위한 시장의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품 전시회 등의 홍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시장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서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하고 이동식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적 여건

을 고려한 프로젝트 시행을 실시한다. 

Promotion(홍보)

GTZ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능성을 알리고,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

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

다. 상시 전시, 기술 시현 행사, 홍보 캠페인, 브랜드 이름 및 로고 개발, TV와

라디오 광고, 포스터, 뉴스래터 등의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하며, 가격 정책을 통

한 구매확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지의 NGO, 민

간 기업, 지역 커뮤니티, 소비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출구전략’도 마련하

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보조금 유입을 줄여갈 수 있는

적정가격의 상품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민관협력(PPP)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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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지식공유 지원
GTZ은 30여 년의‘에너지 현대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국가, 지역 차원의

이해 당사자를 네트워킹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국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원국-공여국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

를 중개하고,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 경험을 나누는 등의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 사업을 펼친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파트너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

해 현지 NGO 및 생산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이들 NGO로 하여금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⑤ 역량강화 지원
GTZ은 수원국 정부, 현지 NGO, 연구기관, 민간 기업 등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강

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국 정부가 에너지 빈곤 완화 전략을 국가 개발 과정에 통합

하여 운 할 수 있도록 개념 및 정책을 개발하고,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의 보급을 담당하는

현지 NGO 및 민간 기업에 기술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지역과 소비자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품질 기준 및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

인다. 

그림 4. 적정기술과 관련된 품질기준 서비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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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TZ와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
GTZ은 개발원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원국 및 공여국 관계 기관과의 파트너

십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GTZ이 보여주는 이

러한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파트너십’지향적인 접근은‘파리선언’이 지향하는‘공

여국 원조기관간의 조화’를 달성하는 아주 좋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GTZ의 파트너

십도 아래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GTZ은 에너지 기술 원조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역할 및 업무에 대해 효

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타 기관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각의 전

문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현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원조

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문제를 최소화 시키며 현지인들과

의 교류에 있어 기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정부가 맡게 되

는 대등한 역할 분담은 원조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원

조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네덜란드 외무부 국제

협력국,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 독일부흥금융금고 등의 공여기관으로부터 원조 자

금을 받아 프로그램 시행을 대행한다. 이러한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은 잘못될 경우

통일성 없는 중구난방의 프로그램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TZ은

‘공유’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활동 진행

상황을 나누고, 그 결과와 앞으로 발생할 향을 예측하는 지속적인‘공유’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개발된 기술연구 결과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식의 공유

도 포함된다. 

② 참여자로써의 파트너십
GTZ는 파트너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원조국의 상황에 맞추어

때로는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에너지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GTZ는 독립적으로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NGO 및 원조

회사의 프로그램에도 필요가 있을 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방 라데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GTZ은 태양열에

너지와 바이오가스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과 에너지기술 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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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기술을 활용한 GTZ 사례와 평가

4.1. ‘부르키나 파소’프로젝트
(Reducing Poverty in the Sahel through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ies)

① 프로젝트 소개
GTZ이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한 동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를 시

장 상품화하는 것이 목표 다. 다양한 스토브가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스토브를 생

산하는 업체들이 수익적인 매력을 느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GTZ은 스토브 생산

기술 교육훈련을 기존 및 잠재 생산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이해, 마

케팅, 원가계산, 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원했

다. 품질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와 공익캠페인 실행을 도왔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생산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스토브 생산을 하는 것을 프로젝트 평가

의 기준으로 삼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어, 농촌 및 소규

모 도시에서 대도시까지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도시 지역의 맥주 양조장, 식품 가

공 업체에 산업용 대형 스토브를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 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GTZ는 결과 평가를 위해 2009년 3월 스토브 생산업체 및 소비자를 인터뷰하고

향 평가서를 작성하 다. 그 결과 90%의 사용자가 스토브를 매일 사용하며, 제품에

만족했다. 50% 가량의 사용자들은 특히 나무, 땔감 사용의 감소에 따른 스토브 사용

그림 5. 절약형 스토브의 시장 공유 및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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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감소, 조리 시간 단축 등에 대해 만

족했다. 생산업체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소득증가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맥주

양조 시설에서는 나무 땔감의 사용량을 80%까지 줄여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 다.

4.2. ‘방 라데시’프로젝트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

① 프로젝트 소개
동 프로젝트는 방 라데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및

개발전략을 컨설팅하고, 에너지 공급업체 측에게는 기술혁신 교육을 제공하면서,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

시했다. 특히 전력 공급이 열악한 시골지역에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소액금융 프로

그램으로 현지에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도록 지원했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정부의 정책과 GTZ의 지원을 바탕

으로 빠른 속도로 농촌 및 산간 지역

에 태양열 발전(solar energy plants)

시설이 설치되었다. 방 라데시 정부

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통합조

정센터를 설립하는 절차에 있으며, 대

중적 지지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가능

성이 높아진 상태다. 농촌 및 산간 지

역의 빈곤 가정에는 소액금융(마이크로크레딧)으로 초기 비용이 높은 태양광 발전 시

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조명과 전기시설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고, 아이들의

학습 시간이 늘었으며,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개선되었다. 자연

자원 착취가 줄어들면서 환경적 측면도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공급의 개선은

빈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림 6. 태양열 에너지 사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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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네갈’프로젝트
(Programme to Promote Rural Electrification and Sustainable
Supply of Domestic Fuel)

① 프로젝트 소개
동 프로젝트는 세네갈의 빈곤감소전략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의

에너지 보급 정책이 통합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도록 세네갈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기초 에너지 보급

프로젝트가 계획되도록 지원했고, 농촌 및 산간 지역의 전력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 2012년까지 농촌 및 산간 인구의 50%에 전력을 공급할 책임을 부여받은 민간사

업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력 송전망이 닿지 않는 더 외딴 지

역에서는 지역 이니셔티브에 의한 전력화 사업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GTZ

은 또한 정부 관련 부서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와 민간 업체에 교육 훈련을

제공했다. 

또한, GTZ은 가정용 연료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세네갈 정부와 협력하여 탄소

상쇄 효과가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 생산업체들

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갈대를 원료로 하는 대체연료 관련 기

술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친환경적인 대체전력 생산을 증진하고, 매력적인

사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GTZ은 세네갈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네지 시

설에서 생산된 전력의 송전망 공급 및 재판매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장기적으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계

획하고 있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현재 세네갈 72개 지역에 속한 17,000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지역전력화 시범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3개의 민간 업체가 발전소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이 닿

지 않는 150개의 작은 마을은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농촌 전력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생산 전력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소 등에서도 사용된다.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은 지역의 상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돕는다. 산림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가 4만 헥타르 가량의 산림을 관리 운 하는 법적 기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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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 보급도 진행 중이다. 136명의 벽돌 기술자들

과 6명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를 생산하도록 기술 교육을

받았다. 2009년을 기준으로 매월 약 2,200개의 스토브가 생산되었다. 2007년 말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총 생산량은 대략 72,000 개에 이르며, 이는 매년 10만 톤의 나

무를 절약하는 것에 상응한다.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

간 100유로가 넘는 연료비를 절약하는 셈이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 시 실

내 공기 오염의 문제도 완화되었다.  

나아가 동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되어 땅콩 껍질(peanut shells), 갈대

(reeds), 숯 찌꺼기(charcoal dust)로부터 석유 대체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2010년 5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4.4. ‘케냐’프로젝트(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Agriculture)

① 프로젝트 소개
독일과 케냐 정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농업에서의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고, 공공정책의 실행에 보다 많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 협약에 따라 GTZ은 독일부흥금융금고와 독일개발지원처와 협력

하여 농업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부가가치사슬관리(Value-added chain

approach)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는 농업 개발의 모든 단계와 역의 참여자들이 시

장지향적 접근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통합적인 가치 사슬이 생성되고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생산업자와 정부, 기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하

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도왔고, 2006년에는 한 과일가공업체와 협력하여 망고

수확 및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농약 및 해충제 사용에 관련

품질 및 안전기준 마련, 씨감자 증산계획 지원, 채소류 상품 품질 기준 개선작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GTZ가 케냐 정부에 제공한 컨설팅과 시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생산성 증가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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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운송에서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감

자, 망고, 열대과일, 고구마, 쇠고기, 염소 유제품, 닭, 계란, 어류 등의 생산품이 가치

를 늘리는‘공급사슬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감자 농

부들은 수확량 및 시장의 확대로 40퍼센트까지 소득을 높 다. 또한 민간 부분의 협

력은 농업과 가공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 다. 과일 가공 업체인 Kevial K와의

파트너십은 450 가구의 소규모 망고 농가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했다. 종전

에는 수확한 과일의 25~40%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0%까지를 판매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의 보급으로 나무 벌목, 벌채가 줄어들면서 사막

화와 토양 침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새로운 스토브의 보급으로 농촌 및 산간 지역

인구의 호흡기 질환 환자도 40퍼센트까지 감소했다. 프로젝트 시행 후 단 2년 동안에

8만개의 가정용 나무연료 스토브, 200개의 기관 및 사업체를 위한 스토브가 제작, 판

매되었다. 이는 매년 112,000 톤의 나무 땔감 또는 6000 헥타르의 산림을 보호한 것

에 상응한다. 에너지 절약형 스토브에 대한 활발한 수요로 스토브 생산 및 설치 업자

의 수입이 500~1000%까지 증가했다. 동물 분비물, 도축 부산물, 폐수를 이용한 바이

오 가스 발전 시설이 120개소 가량 설치되어 연간 252 톤에 해당하는 나무연료를 보

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5. ‘볼리비아’프로젝트(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① 프로젝트 소개
동 프로그램은 볼리비아 정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국

가농업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중에서 GTZ은 지속가능한 자연자

원 관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수자원 보존 지역에서의 자연자

원 보존,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은 방식의 관개 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소규모

농업 생산 시설의 시장 접근성 개선작업도 실시됐다. 농촌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해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의 공급 및 현대식 에너지

기술의 채택지원도 실시됐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동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몇 개의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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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볼리비아 국가수자원관리프로그

램과 관련되어 지역별 강 유역의 수자

원 관리를 지원하면서 지역별 관리 경

험이 통합적으로 국가 정책에 연결되

도록 해당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농업관개계획을 지

원하면서, 정부 소속 기술자와 민간

업체 기술자에게 관개 관련 기술교육

을 실시하고, 7,200헥타르의 관개 시

설을 개선하여 약 4,5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가구는 구체적으로 식량 상황이 개선

되었고, 소득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가에너지현대화기

술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와의

협력으로 GTZ은 빈곤층에게 보다 나

은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가정용 조명,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

토브의 보급, 학교와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운 하기 위한 에너지 및 소규모 상업

과 무역을 위한 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통해 약 5만5천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전기조

명의 혜택을 누렸고, 약 8만명은 에너지 절약형 스토브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정부가 운 하는 석유-가스 시설과‘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동자 협의회’와의

동의를 얻어 지방정부와 함께 학교와 보건소 등에 가스를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41,000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4.6.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프로젝트
(Programme for Basic Energy and Conservation)

① 프로젝트 소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레스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

그림 7. 흙을 이용한 스토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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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를 대상으로 실시된 동 프로젝트는 참여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 네트워킹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의 보급,

에너지 분야 정책강화, 대체 바이오연료 생산의 사업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전개

됐다. 이를 위해 GTZ은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에너지 효율형 기기 생산 및 상품화

를 지원하는 교육 제공,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기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캠페인 전

개,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정부와 NGO의 역량강화, 에너지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

킹 및 지식공유, 독일 정부의 자원 외에 EU, 유엔,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추가 자금조달 로비를 진행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GTZ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살려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 재단은 빈곤층의 에너지

빈곤 상황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CDM 사업등 상업적 활용을

모색할 기구도 설립했다. 지역 명문대학인 요하네스버그 대학에 센터를 둔‘지속가능

한 에너지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했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1999년 첫 시행 이래 동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 전문적인 직업, 기술

역량 및 기관 운 에서 역량이 강화되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구를 시장을 통

해 보급하고 운 하는 역량도 증가했다. 국가적 차원, 지역적 자원에서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사용, 보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프로그램 이행 경

험들은 문서화 되었으며, 향력 분석 등의 결과들이 출판되어 다른 지역에서의 확산

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신의 기술 개

선 성과와 기관 운 을 돕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대상국 중 말라위에는

Information Centre for Food and Fuel Security이 설립되어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대규모 취사를 위한 로켓스토브(Rocket stoves

for large-scale cooking)’의 보급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기는 50~8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며 연간 700개가 판매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식량구호 현장

에서 주로 사용되며, 감옥, 레스토랑, 차 농장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과 보급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말라위의 한 생산업체는 2명의 직원을 15명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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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4.7. ‘우간다’프로젝트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me)

① 프로젝트 소개
동 프로젝트는 독일 경제협력개발부를 대행하여 GTZ이 시행하며, 네덜란드 정부

및 EU의 공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개발,  에너지 효율성

강화, 농촌 및 산간 지역에의 에너지 보급 강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 NGO, 민

간 분야, 언론, 기술 및 연구 기관 등 우간다 내의 이해 당사자 그룹과 접하게 협

력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된 스토브를 배분하고 소수력, 태양광 시스템 등의 신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지원했다. 그밖에 에너지 보존을 위한 대중 인식제고 캠페인,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다. 특히 NGO와

민간 기업 등 우간다의 에너지 섹터 내의 여러 이행 당사자들이 역량 개발 및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② 프로젝트 시행 결과
동 프로젝트로 인해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교류 역량이 개선되었다.

지역별로 산개되었던 정책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계획과 통합되었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을 지원함으로 농촌 지방의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

화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500,000 개의 가정용 에너지 효율-절약형 스토브를 보급

했으며,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도 보급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나무 땔감의 소비량이

급속하게 줄었고, 사용자들의 건강도 개선되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사업성과 생

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 및 산간 지역에서는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적정기술을 잘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 독일의 GTZ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개발원조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규모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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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함께 앞으로 선진국의 적정기술 활용 사례를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선진

국의 현지인들과의 접촉, 그들의 경제, 문화, 지적 수준에 맞춘 기술 전수와 기술 현

지화 실례를 보면서, 한국의 정부를 비롯한 각계 기관과 민간인의 협력으로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게 될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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