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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500피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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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D-Rev

(번역: 유선 , TEDxYoungSan)

Developing new practical and profitable ways to cross the last 500 feet to the

remote rural places where poor families now live and work is the first step

towards creating vibrant new markets that serve poor customers.

극빈가정들이 현재 살고 있는 외딴 시골 마을의 마지막 500피트를 건너갈수 있는

실용적이고 수익성 있는 새로운 물품 유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들을 상대로

새롭고 전망이 좋은 시장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오리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뜨러 그들의 집에서 150피트 (약 45.72미

터) 이상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안전한 수자

원이 300피트 거리에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집에 물을 길어올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버스 천정에 100개의 주방용 드립키트를 실

어 운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키트들을 언덕 마을에 흩어져 위치한 백

개의 농장들에 가져다 주는 일이 큰 일이다, 제일 가까운 길로도 하루가 걸린다는!!

그림 1. 사료를 집으로 운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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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관개키트를 포함하여, 경구용 수분보충 소금, 페니실린, 그리고 재해구조식량들

등 물품과 서비스들을 마지막 500피트를 넘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어렵다. 외딴 시골마을들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팔만한 물건들을 도심과 최선의 가격들을 얻을 수 있는 시내 시장들로 옮기는

것 역시 어렵다. 

마지막 마일의 마지막 500피트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들을 외딴 시골마을들로 옮기

는 것 역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절실히 요하는 도전이다. 

마지막 마일
나는‘마지막 마일’이라는 개념이 통신산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놀랐

다. 그들은 최종사용자에게 TV나 전화 신호를 연결해주는 두툼한 케이블을 포설하는

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작은 선들을 각각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더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무선통신은 통신산업이 마지

막 마일의 도전을 하게끔 도와주었고, 시골의 빈곤층 없애기 운동은 마지막 500피트

를 넘는 아주 큰 도전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공하 다. 

마지막 500피트를 넘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들

1.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과 도구를 가난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수십만의 세

일즈센터 과 공급처를 외딴 시골 마을에 만들어라.

그림 2. 당신의 마지막 마일-당신의 모뎀에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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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조직들은 마을사람들을 교육시켜 그들의 이웃

에게 주요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도출했다. 여기 이 접근방법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자:

●리빙 굿(Living Goods). 에이본 레이디 캠페인(역

자 주: 에이본 화장품은 미국 화장품회사로서 방문판매

를 주로 하며, 에이본 레이디는 방문판매원의 애칭)을

벤치마킹하여, 척 슬롯터는‘Living goods’를 설립하고

우간다의 여성들을 교육시켜 말라리아, 설사, 기생충,

폐결핵을 치료하는 3-4가지 기초 약품들을 팔게 하

다. “저희는 어린이용 말라리아 약을 75센트에 판매합

니다.”라고 슬롯터가 말했다. 패스트컴패니에 의하면

Living Goods는 600명 이상의 우간다 여성들을 교육시켰으며, 그들 중 일부는 주당

100불 이상을 벌고 있다.2) 마을주민들을 채용하고 교육하여 주요 제품들을 방문 판

매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500피트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다. 

●브락(Brac). 큰 비 리 조직, 1,880명의 방 라데시 여성들이 지역사회 건강 자

원봉사자들로 활동하면서, 경구용 수분보충 소금이나 요오드첨가식염 그리고 항생제

를 주민들에게 작은 돈을 받고 나눠주고 있다.3)

●그린 라이트 플래닛(Green Light Planet). 인도에 있는 리기업, 마을에서 쓰이

고 있는 석유등을 대체하는 태양광 전등을 18달러에 파는 마을기업가들을 채용한다.4)

마지막 500피트를 넘어 상품과 서비스를 옮기는 확실한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

는 수십만개의 동네 구멍가게의 기존 배송/배분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다.

2. 수십만의 마을집하센터 조성.

한 바이어가 향신료, 커피나 채소들을 1000여 개로 흩어져 위치한 각각의 1 에이커

(약 4,05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크기의 땅) 크기의 농장들에서 거래하는 것이 1개의

그림 3. 마을의 생필품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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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에이커를 경작하는 농장과 거래하는 것보다 비

용이 훨씬 많이 든다. 가정들에서 손베틀 한 두 개를

가지고 옷들을 만들어 팔 때도 위와 같은 문제에 부

딪힌다. 한 가지 해결책은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이 높

은 집하전략을 세워 중앙에서 품질을 조절하고 마을

의 수작업 제품들을 중간상인들에게 팔 만큼 충분히

모아서, 시내까지 제품들을 수송할 수 있는 트럭을 빌

려 제품들을 가장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IDE 네팔의 야채 집하 센터. 외딴 마을의 중개인들

이나 모범적인 농부들을 분배 담당자들로 활용하여,

IDE 네팔은 수천 개의 저비용 드립 관개 시스템들을

팔아 외딴 마을의 작은 농부들로 하여금 제철이 아닐

때 채소경작이 가능하게끔 했다. 그들은 150개의 마

을집하센터들을 구성하여 저장소를 빌리고 휴대전화를 가진 지정판매원을 고용하

다. 하루에 5킬로그램의 오이를 생산하는 한 농부는 다른 50명의 농부들과 팀을 짜서

함께 하루에 총 250킬로그램의 오이를 수확하게 되고, 이를 집하센터에 중개상을 불

러서 팔거나, 판매원이 전화통화로 확인한 더 좋은 시장으로 배송할 수 있다.

3. 상업적인 배송회사의 구성을 촉진하라.

사실 각기 다른 나라의 외딴 시골마을에는 효율적이고 수익적인 배송 시스템이 이

그림 5. 굳은 날씨에도 운행하는 릭샤

그림 4. IDE 네팔의 야채 집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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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시골에는 선반들과 트레일러들이 달린 자전거,

릭샤들, 모터 달린 릭샤들 그리고 소형배달트럭처럼 이용할 수 있는 삼륜차들이 구비

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운송용 선반이 달린 오토바이들과 트레일러를 끄는 오토바이

들을 이용한다. 카트만두에서는 중국산 로토틸러 (회전경운기)로 1톤을 운반 가능한

트레일러를 끄는 데 이용한다. 소말리아에는 당나귀 수레가 있다. 여기서 보강해야

할 것은 마을단위의 회사들을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묶어, 부담 가능한 수송수단을 이

용하여 상품들을 외딴 시골마을들로 옮기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소말리아 당나귀 수레. 80년대에 IDE는 난민 캠프에 있는 소말리아의 철공소들을

지원하여 당나귀 수레를 만들고 팔게 했다. 난민들은 450달러의 대출을 받아 당나귀

수레들을 샀고, 매달 순익 200불을 벌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부터 장작까지, 재포장

된 재난구호식량부터 건설자재들까지 모든 물품을 옮겨 수입을 만들었다. 그들은 소

말리아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백만장자들이 되었다. 

실패한 시도사례

잠비아의 교외수송 적자. 10년 전, 나는 발펌프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잠비

아의 농부들이 소득의 1/3을 농장에서 가까운 고속도로까지 채소들을 옮기는데 사용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여기서 그들은 적당한 가격을 받고 지나가는 트럭에 채

소들을 실어주고 인근 도시의 시장으로 운반하게 하 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수

송비가 생긴 이유는 외딴 시골동네에는 길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심각한 상태 기

그림 6. 당나귀 수레, IDE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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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교외수송을 무료로 하기로 결정하 고,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교외수송회사들이 수송업에서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무료수송시

스템은 자연히 무너졌고, 대체적으로 쓰여지던 소수레 사용도 동물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수의 소들이 전염되어 못 쓰게 되었다.

외딴 시골의 동네의 단 거리 수송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각기 다른 교외 지

역에서 당나귀 수레 수송사업과 자전거 트레일러 사업자 5개, 오토바이 트레일러 사

업자 5개 그리고 5개의 중국제 로토틸러 트레일러 (카트만두에서 수익적으로 운 되

고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각각 5개의 사업자들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안

했다. 이는 잠비아의 각기 다른 교외지역에서 20개의 수송업체들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잘 되는 지 경험으로 배우게 될 거

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지지하는 하나의 기부자도 찾지를 못했다. 

마지막 500피트를 넘기에 가능한 사업체들의 보고(寶庫)

세계의 천만 명의 엄마들과 구멍가게들/소상점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에는 638,365개의 마을이 있다고 한다. 각 마을마

다 2-3개의 작은 상점들과 더 큰 마을들에는 5개 이상의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

도의 외딴 시골 상점 (구멍가게) 상점들은 2백만 개가 넘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누구도 상점의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은 것 같다. 어쨌거나

그림 7. 카트만두의 로토틸러
(회전경운기 브랜드 명) 그림 8. 인도의 삼륜차



83적정기술 3권 1호
한밭대학교

내 추측은 전세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외딴 시골마을을 통틀어 본다면 적어도

1천만 개의 작은 구멍가게/상점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 구멍가게/소상점들은 당연

히 시골가정으로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채소수레들, 우유수레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따리 장사들의 수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구멍가게/소상점들은 세평 남짓한 셔

터나 자물쇠로 열고 닫는 가게들이다. 이 구멍가게들은 과자, 사탕, 비누, 담배, 향신

료, 조리용 기름, 바나나, 어떤 때는 시원한 음료수, 작은 손전등 그리고 다양하고 작

은 소비물품들을 판매한다. 

그들은 이미 외딴 시골마을에서 대부분 가난한 소비자들에게 번성되어 있고, 자전

거로 배달과 픽업을 하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상점들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500피트를 넘어 상품

과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소상점/구멍가게의 잠재력은 아주 작

은 부분만이 활용되고 있다.

작은 마을 상점들의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

지난 2년 동안, 나의 동업자들과 함께 나는 동인도의 교외지역에 있는 작은 상점

주인들과 그들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을 인터뷰를 했고 나는 그들이 말해준 몇 가지에

놀라게 되었다:

1. 그들 대부분의 하루 매출은 약 150-400루피 (3.3달러에서 9달러)이며 약, 15%

의 마진 (50센트에서 1.3달러/일)을 벌고 있었다. 다른 가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소상점/구멍가게를 운 하는 것 이었다. 

그림 9. 방 라데시의 작은 마을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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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들 상점 선반에 있는 제품들 중 1/4 정도나 그 이하의 제품만이 유통업자들이

배송해준 것이었다. 주인은 버스를 타고 제일 가까운 도시로 가서 시내 시장에

가 대부분의 물건을 해온다고 했다. 한 상점 주인은 한 달에 20번이나 시내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해 왔다고 했다.

3. 상점주인들은 종종 마을 사람들과 바나나와 쌀 같은 제품을 물물교환한다고 한다.

4. 세탁비누와 같은 작은 상점에서 팔리는 물품들, 카메이나 럭스 (모두 비누 상품

명) 같은 비싼 비누들, 작은 포장의 매운 고추, 여러 다른 종류의 허브와 향신료

들, 씹는 입담배, 담배, 대용량 조리용 기름 그리고 냉장된 펩시, 코카콜라 및 지

역 청량음료들은 한 유통업자에게로부터 배송된다고 한다. 

5. 상점주인들은 상표들을 극히 인식하고 있으나, 전세계 인구의 40퍼센트에 달하

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개발국들의 외딴 시골 마을들에서는 유수 기업들의 브랜

드 정체성은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시골 소 상점/구멍가게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가난하고 교외지역에 있는 소

비자들을 위한 활기찬 새로운 시장 만들기

전세계의 외딴 시골 지역의 작은 상점들에는 아직까지도 충족되지 않은 유통 수요

가 있다.  이 작은 상점들은 많은 수의 가난한 소비자들로부터 500피트 이내의 거리

에 있기 때문에, 작은 상점들이야 말로 마을 주민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역학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수공으로 만든 상품들이나 농수산물의 자연적 집하장 역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상점들의 일일 매출은 낮고, 넓게 퍼져 위치하고 있기 때

그림 10. 마을 상점들을 유치하는 것은 마지막 500피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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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현재까지 시도된 상업적 유통 방식은 실패뿐이었다. 

전세계의 1천만 작은 상점들은 소득창출이 되는 상품과 도구들을 가난한 소비자들

에게 팔 수 있고, 마을주민들이 손으로 만든 수익성 있는 상품들을 모아 도시들과 시

내의 시장들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 모델들을 기다리고

있다.

1) 폴 폴락이 그의 블로그에 게시한 (http://blog.paulpolak.com/?p=647)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번역 게제함. 
2)  http://www.fastcompany.com/1709280/how-healthcare-nonprofit-living-goods-learned-a-lesson-from-avon-

ladies
3)  http://www.brac.net/content/naluwu-becomes-%E2%80%98nurse%E2%80%99-her-village
4)  http://www.thehindubusinessline.in/catalyst/2009/12/24/stories/200912245012040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