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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지형 구릉, 산지

기후 온화한 기후
연평균 강수량 900 ~ 

1,600mm 
(세계 평균 이상)

경제 대부분 농업에 종사

주민 높은 인구밀도 (여성과 아이)
전체 인구의 9%만이 도시에

거주

(Practical, Creative, Cheap)



문제점 정의

1.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으로 물 기근 국가에 해당함

2. 수인성 질병이 전체 질병 중의 80%를 차지함

3. 주변 국가와 달리 물에 대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사실

문제
정의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Practical, Creative, Cheap)



해결방안 선정

(1) 태양 정화 방법 – SODIS (Solar Water Disinfection)

선정 이유 고려 사항

• 저렴하다 - 저비용
• 사용하기 간편하다 - 용이성
•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지
역성
•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 - 실용
성

• 탁도의 제한 (Turbidity 
< 30NTU)
• 교육 방법
• 지속 가능한 보급 방안



해결방안 선정

(2) 필터 정화 방법

필터를 통한 정화 과정 필터의 원리

필터를 통한 흙탕물 정화 + SODIS를 통한 살균
정화



기술 보급 방안

보급 지역의 선정 – Muvumba

(Practical, Creative, Cheap)

선정 이유

- 면적 대비 강수량이 가장 낮은 지역
- 가장 낮은 환경 조건에 대응한 방안을 찾기 위

해

지역 특성

- 작은 마을로 소문이 빠름.
- 인구밀도가 높고 여성과 아이 비율이 많음.
- 활성탄 (챠콜)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짐.
- 공동체 의식이 높음 (대학살 이후) – 우무간다

운동
- 수인성 질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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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급 방안

Business Model 적용 – 교육, 보급 중심

Capabilities Partners

Process

Offer Relationship

Distribution

Target 
Customer

Cost Structure Revenue Stream

정화 기술
-필터 정화
-SODIS 정
화

가용자원
-활성탄(챠
콜)
-패트병
-모래, 자갈

지역 공동체
지역 NGO
SODIS

Better 
Water
사무소
-우무간다
- NGO 모임

여성
(특히, 어머
니)

보급 과정

무료
(가용자원 이용)

없음
(이익창출 활동 없음)



기술 보급 방안

1 단계 : 완제품 + 교육 (접근성)

(1)  우무간다를 통한 접근

Better Water 사무소 설립 및 체험단 선정

* 선정방식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그룹으로 구분 후,

각 그룹 당 물로 인한 문제를 가진 가정 선정

(2)  Better Water Kit제공 및 교육

- 공급: 완성 제품의 Better Water Kit 제공

- 교육: 필터 사용 방법 + SODIS 교육 + 위생 교육

(3)  관리

- 2주 별, 체험단 으로부터 시설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수렴

- 매 달, 우무간다를 통해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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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모이는우무간다

소그룹A

소그룹B

소그룹C

소그룹D



기술 보급 방안

2 단계 : 재료 + 교육 (자립)

3 단계 : 교육 (유지 및 관리)

(1)  재료 공급 및 교육

- 공급: 필터 정수에 필요한 재료 및 패트병 제공 (필터정수기 제작 자립
형성)

- 교육: 필터 사용 방법 + SODIS 교육 + 위생 교육

(2)  관리

- 기존 방법 계속 유지

교육실시 및 관리 체제 유지 - 기술의 보급을 안정화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용의 자립성 증가 – 3단계의 기술 보급 방안



마무리

• 교육과 보급에 중점을 둔 Business Model 수립
- 보급과정을 3단계로 나눔

(1)단계 : 낮은 접근성, 쉬운 교육
(2)단계 : 자립 능력 배양
(3)단계 : 자립된 기술의 유지 및 관리

• 여성이 주체가 되는 교육 과정
- 여성과 아이의 높은 인구구성 비율 고려
- 교육 효과 및 보급력 극대화
: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 교육 실시

• 공동체 운동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 과정
- 대학살 이후 증가 된 공동체 의식인 우무간다 운동과 함께 진행
- 함께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

가 기술
보급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성과의 관계1



마무리

신선한 자극!

그 동안 몰랐던 다양한 적정기술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적정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함
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제너럴 리스트가 되려면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를 이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자극!

배움을 좋은 뜻에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우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번 아카데미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해 봤고 나름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2



마무리

향후 계획 및 다짐3

적정기술 + 전공!

이 번 아카데미를 통해 적정기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
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접하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기술을 하기 위해 전공을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여 그 답을 얻어낼 것입니다.



Better Water, Better L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