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OK  

LOOK  







항  목 시  간
소요
(분)

내  용 담  당

개 회 15:00~15:10 10‘ • 개회사
홍성욱 교수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장)

축 사 15:10~15:15 5‘ • 축사
윤응창 기술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말 15:15~15:25 10‘ • 인사말
이태성 녹색성장 처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제

발 표

15:25~15:55 30‘ • 적정기술의 의의와 과제
손화철 교수

(한동대학교)

15:55~16:25 30‘
• 국제개발 현장관점에서의 적정

기술 이해와 활용

김동훈 팀장

(브릿지 사업단)

16:25~16:55 30‘
• 적정기술을 활용한 ODP의 

적용사례

하재웅 전문위원

(메디피스)

휴 식

시 간
16:55~17:15 20‘ Coffee Break

주 제

발 표
17:15~17:45 30‘

• 소규모 분산된 재생에너지 기

술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농촌 

전기화 사업 : 해외사례를 중심

으로

한재각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녹색성장과 적정기술 : ASEIC

의 개도국 지원사업 소개

김주헌 팀장

(ASEIC)

종 합

정 리
18:05~18:30 25‘ • 패널토의

사회 : 홍성욱 교수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장)

폐 회 18:30





적정기술의 의의와 과제

손 화 철 교수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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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현장관점에서의 
적정기술 이해와 활용

김 동 훈 팀장 (브릿지 사업단)





[제3회 적정기술포럼 :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 력 장에서의 정기술의 의미와 활용 

- 장의 에서 본 정기술의 한계와 극복 - 

김 동 훈1) 

유네스코한국 원회 릿지사업단 장

karuna@unesco.or.kr

정기술이 유행이다. 그러나 정기술은 유행으로 끝나기에는 국제개발 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만만치 않다. 만약 정기술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게 된다

면 그것은 많은 부분 재 정기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것이다. 국제개발

력의 장을 다루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지 의 정기술운동에 어떻게 장 인 

들이 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드림으로써, 정기술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기술을 유행이 아닌 안으로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하며 몇 자 

어본다.     

가난한 사람들을 한 기술? 가난한 사람들만을 한 기술?

국제개발 력에 여러 평가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방법들은 다 제쳐

두고서라도 장실무자의 에서 정말 우리 로젝트가 잘 되었는지 즉각 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로젝트를 우리 자신에

게 용하 을 때 어떤 결과가 상되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만약 유치원이나 등학교같은 교육시설을 지에 지었다면 나의 아이를 이 학교

에 다니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만약 보건소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지었

다면 내가 아  때 직  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지어  학교가 있어도 장활동가들의 자녀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우

리가 지어  의료시설이 있어도 장활동가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나 도심의 좋

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에 해 좋다 나쁘다를 평

하기 이 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한 바가 괴리되어 있는 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정기술은 어떠한가? 식수개발을 한 정기술을 보더라도 ‘라이 스트로’로 정

1)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 10년째 국제자원활동, 국제개발협력

에 관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팀장이며 ‘국제개발아카데미’ 대표, (국

제구호NGO)따비에 운영위원, (국제구호NGO)더프라미스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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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서 마시거나 ‘큐드럼’으로 물을 길어오거나 ‘ 이펌 ’로 물을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수혜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소득이 증 하여 삶의 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기술을 계속 사용할 것

인가? 수돗물이나 생수, 정수기를 쓰지 않고 여 히 라이 스트로나 이펌 를 

사용할 것인가? ‘세라믹냉장고’로 야채를 보 하던 사람들은 여 히 기냉장고를 

사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어 활용할 것인가? 자가충 하던 ‘라이 라디오’를 쓰던 사

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도 여 히 태양 으로 충 하거나 열심히 자가발 기를 돌리

며 라디오를 들을 것인가?   

우리가 안 쓰는 기술, 앞으로도 안 쓸 기술들을 그들에게 쓰게 하는 일은 장기

이고 장 인 에서 생각하면 딜 마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정기술이 지  선

진국들이 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풍요’로 가기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면 ‘ 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수 있다. 정기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은 정기술이 다루는 상이 기술  요소를 포함한 좀 더 복잡한 사회  맥락 속

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 향을 끼치게 되는 기술

들은 그 기술 자체가 가지는 공학  효용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인간 삶의 다

양한 역에 미치는 향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개발 력에 있어서

는 수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상뿐만 아니라 공여자와 수혜자와의 계에서 일어

나는 문제들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정기술이 진정으로 ‘ 정’하기 해서는 정기술운동가들이 지 사회의 ‘욕구

(Wants)’와 ‘필요(Needs)’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며, 정기술운동가들 자신의 삶

에 한 철학과 비  그리고 방식 한 ‘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기술이 더 

이상 공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과 인생 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정기술운동가들에게 이 게 어려운 길을 주문하는 것은, 기술을 심으로 처방

하게 되면 단기간의 실 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근본 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해 다고 하지만 실상 ‘ 정기

술’이라는 불리는 다른 물고기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에만 집 하게 되었을 때는 국제기구나 개발NGO들을 한 납품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쓰이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

가 있다고 하겠으나, 지  한국사회에서 정기술이 심을 받는 것은 새로운 인도

주의 용품을 넘어선 발 안(Development Alternative)에 한 갈증이 자리잡고 있

는 것 한 사실이다. 정기술이 ‘진화한 자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발

안’이 되기 해서는 더욱 심화된 고민이 필요한 지 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술

은 ‘ 정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정기술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기술이 빈곤을 퇴치한다?

해외의 성공 인 정기술 사례들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정기술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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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매체를 통해 좀 더 많은 정기술 용의 실

제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한가지 공통 인 

을 보게 되는데, 정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치 하다보니 정기술에 동원된 

기술이 지의 빈곤을 퇴치하는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 리카에서 ‘머니메이커(Money-maker)’를 만들어 성공한 ‘킥스타트(Kick-start)’

의 경우, 같은 액의 액수를 무상원조로 지에 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회사에 투

자하는 것이 실제 1인당 빈곤퇴치 비용이 1/3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홈페이

지에서 표를 통해 보여 다. 이외에 킥스타트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통계와 성과, 수

상실 들은 보는 이로 하여  정기술의 경이 인 결과에 놀라움을 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과연 머니메이커 자체가 빈곤을 퇴치하는 핵

심인가 하는 것이다. 머니메이커를 둘러싼 상황들을 생각해보자. 실제 상황은 한 농

부가 자기 돈을 들려 머니메이커를 구매함으로써 빈곤퇴치가 보장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농부와 그의 가족에게는 머니메이커를 살 수 있는 능력, 이를 지속성있게 

리할 능력, 이 기계를 이용해 생산량을 증 시킬 수 있는 능력, 증 된 잉여농산

물을 시장에 내다팔 능력, 잉여농산물의 거래를 통해 생긴 소득으로 자본을 축 할 

능력 등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언 되지 않는 요소로는 모든 과정에서 농부가 문맹

이 아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집안에 아  사람이 있어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한 기후변화나 재해로 인해 농사 자체가 망쳐져서는 안 되고,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좋은 상이 아니다. 

빈곤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 을 때 머니메이커는 아주 유용

한 빈곤퇴치의 시작 이긴 해도 구에게나 보편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빈

곤퇴치의 핵심은 머니메이커를 구매한 주민들이 이를 제 로 활용할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정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한 나머지 빈곤퇴치에 련한 다

양하면서도 복합  요소들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정기술이 만병통치약으로 비춰지

게 되기 쉽다.     

정기술의 실제 효과에 해 서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학  기술아이템 심

의 서술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정기술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정기술운동단체의 역량을 심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머니메이커가 요하

지만 정작 우리가 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은 머니메이커를 다루는 킥스타

트의 철학, 비 , 정책, 근방법 등이다. 우리가 배우고 개발해야 할 것은 개별 

정기술을 포함하여 정기술단체들이 가진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 자체이다. 

한 기술아이템 심으로 서술하더라도 해당 정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된 지역

사회의 상황과 더불어 설명될 수 있다면 기술 심의 서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공한 정기술은 도움을 받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합했기 때문에 성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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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서

는 해당 기술만으로 정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와의 계성 속에서 

해당 정기술이 서술되어야만 특정지역에서 성공한 기술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성

공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할 수 있다. 정기술은 기술 자체의 

효과성과 지역사회와의 계성이 합쳐진 총합이기 때문이다. 정기술(技術)에는 

정기술(記述)이 필요한 것이다.

 

정기술이 먼 인가? 정 근이 먼 인가?

국제개발 력 장에서는 다음과 상황에 쉽게 하게 된다. 농사에 조 가 있는 어

떤 한국인 자원 사자가 개발국가의 농 지역에 가서 살펴보니 주민들의 농사짓

는 방식이 무 후진 이어서 이를 바꾸면 빈곤퇴치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

었다. 그러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어서 주민들에게 선진 인 방식으로 바꾸

라 이야기해도 쉽게 이행되지 않는다. 방식만 바꾸어도 수확량이 올라갈 것이 뻔한

데도 지주민들은 잘 바꾸려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 게 되면 한국의 자원

사자는 주민들의 무지, 게으름, 보수성에서 심하면은 민족성까지 탓하는 상이 생

기기도 한다.  

주민들이 농사방식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할 수 있는 이유

가 있다. 다만 그 이유들을 한국인 자원 사자가 사 에 이해하고 있지 못함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의 가능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첫째, 새로운 농사방식을 이야기 하는 그 한국인 자원 사자 자체에 해 주민들

이 신뢰가 없는 경우이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채 얘기하는 풋내기라고 보거나, 마을과 오랜 련이 있어도 

출퇴근 하는 식으로 정작 마을사람들과의 유 가 약하거나 는 그 마을에 오래 살

았어도 삶의 방식이 마을사람들에 비호감이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는 그의 

말투나 조언을 한 경로 등이 마을의 문화에 맞지 않아 불신을 심어  수도 있다.

둘째, 새로운 농사방식을 도입하 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해 일일이 한국인 자

원 사자에게 설명하면서 토론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개발원조들이 

늘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듯해도 결국에는 돈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외부사람들

에 의해 결정되어서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로 하기 마련이어서, 주민들로서는 문

제상황들이 떠오르더라도 굳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구나 쉽게 실험 인 농사방식에 자기 땅과 노동력을 내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험요소가 있는 일이라 했을 때 실패에 한 보상을 우리쪽에서 사 에 

약속해주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내려온 농사방식을 쉽게 바꾸려는 사람을 찾기는 힘

들 것이다. 우리야 한국에서 우리 방식이 성공한 것을 보아왔지만 지 주민들은 

생  처음 보는 방식에 자신의 생계를 내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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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사방식의 문제는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여러 문제  외국인의 개

입이 필요할 만큼 높은 우선순 의 사업이 아니어서 농사방식에 한 문제제기 자

체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우리 외국인들에게 기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외의 상황에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이다. 

 모든 사례들의 제는 한국인 활동가가 조언한 한국의 농사방식이 100% 성공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은 정말 

우리 농사방식이 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도 100% 확신하지 못

한다는 것이며 그에 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한국식의 농사방식이 

확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지역사회에 이식하려는 과정 자체는 농사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이면서 하나의 독립 인 사업인 것이다. 

정기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기술 자체는 한국의 뛰어난 공학도들이 만든 

훌륭한 작품일지는 몰라도 이 기술을 지에 용하는 것은 기술의 우수함만으로는 

실 시키기 힘든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정기술의 ‘개발’과 ‘보 ’은 양쪽 모두에 실질 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빈곤퇴

치에 실질 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래 한국의 상황에서도 여러 정기술운동가들

이 처음에는 기술을 심으로 시작하 으나 지 이 과정에서 실제 용에 어려움

을 겪으면서 장 인 고민과 을 갖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지사정을 잘 모르

는 상태에서의 정기술은 그냥 ‘기술’에 그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장에 

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장을 잘 악하고 있는 기 과 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정기술운동가가 필요하다!

기술에 재능있는 공학도들에게는 다소 서운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기술은 기

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이 없으면 정기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당

연하지만, ‘ 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술은 개발국 주민들을 상으로 한 

실습에 그칠 수도 있다. 그래서 ‘ 정의 을 제 로 갖춘 기술’을 운용할 수 있

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정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요하지만 정기술운동가를 양

성하는 것이 요한 문제인 것이다. 

정기술운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정기술에 한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

료생들을 많이 배출하자는 뜻 정도가 아니다. 정기술운동가를 양성하기 해서는 

정기술이 어떻게 해야 정한 것인지, 그리고 정기술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술이 추구하는 정한 삶

의 방식을 정기술운동가들이 스스로 추구하여 보여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실의 국제개발 력 속에서는 개발국가의 빈곤퇴치를 주제로 하면서 ‘매년 비

싼 호텔에 모여 작년에 했던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도 하는 국제회의가 무 많

다’는 불평이 있다. 정기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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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혜택 속에 안주하면서, 개발국가의 주민들에게는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정기술을 활용하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운동은 그 뿌

리가 튼튼히 내리기 힘들 것이다.   

정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수도 있겠지만, 기술과 더불

어 인간에 한 이해를 해 인문  소양을 쌓아야 하고, 정기술이 처한 사회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자신의 삶으로써 정한 삶의 양식

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정기술의 활용을 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진 정기술운동가들이 양성되어야 정기술이 ‘한비야효과’  

‘반기문 효과’로 국제개발 력에 동경심을 가지게 된 여러 청년들의 지식쇼핑을 

한 상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으로 장의 에서 보는 정기술운동의 한계와 극복지 을 통해 이 문

제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숫 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정기술운동에 한 명확한 

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에 정기술에 한 담론이 풍성해진다

면 좀 더 구체 이면서 진 된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정기

술의 확장을 한 사회  지원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 정기술 련

자들이 할 수 있는 체계 인 지역조사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토착기술은 정기

술의 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기 은 정기술에 해 어떤 정

책을 취할 것인가?’ 등등. 필자와 같은 실무자들은 결국 실무 으로 어떻게 하면 좋

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  수 있는 국면을 빨리 맞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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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을 활용한 ODP의 적용사례

하 재 웅 전문위원 (메디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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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산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농촌 전기화 사업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재 각 부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재생에 지 개발: NGO와 사회  기업의 경험1)

한국환경사회학회지 『ECO』 제14권 2호(2010년 하반기) 게재 논문

한  요약문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  경제 기 상황에서 제기된 지구  차원의 녹색뉴딜을 해 공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녹색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에 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생에 지 개

발을 지원하기 한 노력이 국제 으로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 방 라데시의 그리만 샥티(Grameen Shakti), 태국-버마2) 국경 지역의 BGET, 라오스의 선라

(Sunlabob)의 재생에 지 개발 사업 경험을 분석하 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  기업 혹은 

NGO에 의해서 해당 국가/지역의 기후변화, 에 지 기, 그리고 농  기화 사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재생에 지 기술(설비)를 제공하는 단선  근을 넘어, 상 으로 고가의 

설비를 렴하게 공 할 수 있는 융 서비스, 지속 인 운 ․ 리를 한 기술인력의 훈련,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리 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인 근의 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한국의 재생에 지 

개발 력 사업에 요한 시사 을  것이다. 

주제어: 녹색 ODA, 재생에 지, 사회  기업, 개발도상국 농  기화, 가정용 태양  시스템

1. 들어가며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  경제 기 상황에서 제기된 지구  차원의 녹색뉴딜을 해 공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녹색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를 들어 2006년에는 

OECD 개발원조 원회(DAC)와 환경정책 원회(EPOC)가 공동 개최한 각료회의는 「기후변화 응의 

개발 력의 통합에 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기후

변화에 응하고 처하기 한 국제사회의 자 과 기술 지원의 요성을 강조하 다. 우리나라도 2008

년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의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트 십’ 사업을 추진하

여 기후변화 련 개도국 기술  자  지원을 확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강연화, 2009; 김귀곤 외, 

2009; 임소 ․박희수, 2009). 한 정부의 녹색성장 략에 입각하여 ODA 에서 ‘녹색 ODA’의 비 을 

1) 이 논문은 2010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소액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작성된 보고서(한재각, 201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여러 연구원, 특히 이정필 상임연구원의 도움에 감사

의 뜻을 표한다. 또한 2010년 한국환경사회학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

공장 박사님과 이 논문을 심사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좋은 토론에 감사드린다. 보다 좋은 논문을 만드는데 큰 도움

이 되었다. 다만 연구 정도나 시간의 한계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후 연구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겠다.

2) 버마의 현재 공식적인 국명은 ‘미얀마’이지만 군사정권이 자신의 독재를 은폐․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개명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미얀마’가 아닌, ‘버마’라는 이전의 국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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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높여서 200년까지 30%까지 확 하겠다는 좀 더 포 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녹색성장

원회, 2009).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응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녹색 ODA' 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재생에 지 개발 력일 것이다. 에 지는 한 사회의 생존을 해서 무엇보다도 요한 요소이지

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나무 땔감과 같은 통 인 에 지원의 사용 비 이 상 으로 높고 기와 같

은 근 인 에 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사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력 생산은 개발도상국의 에 지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

게 될 뿐 아니라, 규모의 앙집 화된 방식으로 개 구축된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기를 인구가 

희박하며 근이 어려운 지형 조건을 가진 농 /산간 지역까지 공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 조건에서 

단히 힘든 것이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 지 시스템이 한번 도입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소  '탄소 잠김 효과': Gregory C. Unruh, 2000),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해서 화석에

지 사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서 재생에 지 개발

을 통해서 기후변화나 에 지 기에 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분산 인 에 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을 개발하고 빈곤을 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INFORSE, 2000;  ITDG et. al., 2002; A. Azimi and S. Tanaka, 2004; .Takács G. J., 2008; 

Alan C. B. et al, 2009).  

를 들어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200여개의 NGO의 세계 인 네트워크인 

INFORSE(International Network for Sustainable Energy)는 재생에 지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네트워크의 아시아 부문(INFORSE-Aisa)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까지 1월까지 덴마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방 라데시, 인도, 네팔, 키스탄, 

스리랑카에서 재생에 지 개발을 통해서 빈곤을 축소하기 한 로젝트(Poverty Reduction Project)을 

진행하기도 했다.3) 이러한 재생에 지 분야의 개발 원조 활동은 1980년  이 부터 시작되었으며,  1981

년 신․재생에 지에 한 나이로비 유엔 회의(United Nation Nairobi Conference on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에서 국제 인 우선순 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후로 하여 UN과 세계은행 등에서 재생에 지 분야의 개발원조에 한 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본격 인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다(Keith Kozloff, 1995). 이러한 흐름은 기후변화 국제 상과 함께 더욱 강화되

어, OECD 개발원조 원회에 참여하는 22개 국가의 재생에 지 개발원조 총액은 2002～2008년에 12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이정필, 2010)4)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의 녹색 ODA 투자는 크게 부족했으며, 특히 재생에 지 분야에 한 지원의 경우

에는 활동이 무한 상태 다(김귀곤 외, 2009), 다만 2009년 이후 정부가 에 지 리공단과 한국국제

3) INFORSE와 INFORSE-Aisa의 빈곤 축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www.inforse.org/aisa을 참고할 수 있다.

4) 여기서 소개된 자료는 OECD, http://www.oecd.org/dataoec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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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KOICA)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후 트 십’ 사업에 의해서 재생에 지 지원이 막 

시작되었다. 를 들어 에 지 리공단은 올해(2010년) 베트남에 바이오디젤 생산 일럿 설비(연간 200

톤 생산)와 바이오가스 발 설비(연간 640MWh, 우리나라 기 으로 200여 기구 사용량), 그리고 몽골에 

120KW 규모의 태양  발 설비를 지원하 다. 한 KOICA는 2011년 상반기까지 스리랑카에 500KW  

태양  발 설비를 지원할 정이다(LG CNS, 2010; Electric Power Journal, 2010; 이낸셜뉴스, 2010). 그

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비교  큰 규모의 재생에 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력망과 도

로와 같은 인 라의 부족, 그것을 운 ․ 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부족,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과 주민의 범  등의 문제와 련된 성 여부가 검되고 모니터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 기 과 기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규모의 재생에 지 지원 사업과 구별되는 사회  

기업이나 NGO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규모의 사업에 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기업

에 의한 규모 사업과 사회  기업․NGO에 한 소규모 사업을 체계 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 않으며, 한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방식인지를 별해내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여러 여건―낮은 도시화율, 인 라, 자본, 기술인력의 부족, 범 한 공동체 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  기업․NGO들이 의해서 진행되는 소규모 방식의 사업이 단히 성공 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는 에 주목하 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사례들―방 라데시의 그라민 샥티(Grameen Shakti), 태국

의 BGET(Border Green Energy Team), 라오스의 선라 (Sunlabob)―이 성공 인 사례로서 자주 거론되

고 있는 것이다5). 이들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재생에 지 개발 사업의 성공을 

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 이다. 최종 으로는 한국

의 공 개발원조(ODA)(비공 개발원조도 포함하여)에 사회  기업이나 NGO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동

체 주도의 경로’(Metz B. et. al., 2000)가 자리잡고 성장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 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한 재생에 지 지원과 련된 연구 문헌

들을 검토하면서 사례를 분석하기 한 틀을 정리해보았다. 이어서 3 에서는 태국의 BGET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이 사례는 NGO에 의한 성공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규모로 진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 하다. 

4 과 5 에서는 각각 방 라데시의 그라민 샥티와 라오스의 선라 의 성공 인 사례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6 에서는 세가지 사례의 특징을 정리하고 비교․정리하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실천  함의를 생각해볼 것이다. 한 이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는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간략히 

토론해볼 것이다. 

2. 관련 문헌 검토 및 분석틀

5) 또한 국내에서도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NGO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려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예를 들

어, 대안기술센터, 에너지정치센터 그리고 푸른아시아 등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버마 접근 지역 등에 자전거 발전

기, 태양광 발전기, 풍력발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사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한재각(2010)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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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분야의 개발원조, 혹은 좀 더 범 를 좁 서 재생에 지 분야의 개발원조에 한 연구와 논의는 

정책  혹은 학술  차원에서 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1981년 신․재생에 지에 한 나이

로비 유엔 회의(United Nation Nairobi Conference on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와 1992

년 리우환경회의를 거치면서 본격 인 재생에 지 개발원조에 한 로그램을 추진된 후, 1990년  

후반에 개최된 여러 차례의 세계재생에 지회의(World Renewable Energy Congress) 등을 계기로 그동

안의  재생에 지 개발원조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Keith Kozloff, 1995; ETS, 1995; Gareth Martin, 1996; Stainforth & Staunton, 1996; D. Green, 1999). 한편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국제 인 력이 본격화되면서, 2000년 에 

들어와서는 유엔기후변화 약(UNFCCC) 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 지 분야의 기술이  혹

은 력의 황, 경험과 평가 등에 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UNFCCC 하의 청정개발체제(CDM)

와 연 하여 다루는 연구가 에 띈다(Metz B. et. al., 2000; Kline et. al., 2003; Pablo Del Río, 2007; 

Karakosta et. al., 2010;  Flamos & Begg, 2010). 한편 아시아 지역에 을 맞춰보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재생에 지 잠재력, 그 개발  원조 황 등에 해서 개별 으로 혹은 비교연구를 통해서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존재한다(A.K.M. Sadrul Islam et al, 2006; N.W.A. Lidula et. al., 2007; Tania 

Urmee et. al., 2009; Williams & Simpson, 2009; Smits & Bush, 2010). 아래에서는 이번 연구와 직 으

로 연 된 몇가지 연구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0년 부터 1990년  반까지 실행된 재생에 지 력을 한 개발원조 활동을 평가한 한 연구(Keith 

Kozloff, 1995)에 의하면, 다음의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의 기술 로젝트의 성공이 아니

라 보다 범 한 기술 확산을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제도 , 융  장애

물을 제거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 재생에 지를 한 개발원조의 성공을 해 공  추동

(Supply-push) 근에서 수요-견인(demand-pull) 근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력 생산

에 한 투자와 리에서 사  역의 역할을 증가시키는데 요하다. 셋째, 재생에 지 기술을 상업하

기 해 지역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시장을 진하기 해서 결정 이다. 지역 사업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 으로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 재생에 지 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보편 으로 가장 한, 단일한 제도/기 은 

없다. 즉, 해당 국가에서 재생에 지 기술을 이 할 주요 상이 지역 력회사, 동조합, 정부기 , 

NGO 혹은 사  기업 에 가 가장 한지 일반화할 수 없다. 이런 연구는 재생에 지 기술(혹은 

그 구 물로서의 설비와 장치 등의 인공물)을 개발도상국으로 단순히 이 ․ 달한다고 해서 기술이

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시장을 통해서 계속 유지․성장

하기 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법․제도 , 조직 , 인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지 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은 기술이 의 문제를 국가 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들처럼, 시스템  근의 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연구들과 연계된다(Metz B. 

et. al., 200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 2003; Takács G. J.,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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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구 인 기후변화 기에 한 국제  응책인 유엔기후변화 약(UNFCCC)은 제 4조에서 약 

당사국 사이의 기술이  혹은 력을 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재생에

지 기술 이 에 한 많은 논의들이 이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UNFCCC 사무국의 요청으로 ‘기후변

화에 한 정부간 패 (IPCC)’는 2000년에『기술이 에서의 방법론 , 기술  쟁 (Methodological and 

Technological Issues in technology Transfer)』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 다(Metz B. et. al., 

2000). 이 보고서는 기술 이 을 정의하면서, “정부, 기업, 융기 , NGO, 연구/교육 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응을 한 노하우, 지식과 설비의 흐름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 한 기술이 의 핵심 인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기술 개발

자, 소유자, 공 자, 구매자, 이용자를 거론하며, 이들은 사  기업, 정부 기업, 개별 소비자일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재정투자자(financier)나 기부자(donor), 정부, 국제 기구, NGO와 공동체 집단 등도 요

한 이해당사자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은 ‘정부 주도의 

경로’, ‘사 역 주도의 경로’, ‘공동체 주도의 경로’로 구분될 수 있다(Metz B. et. al., 2000, 432; 

Karakosta et. al., 2010, 1547에서 재인용). ‘정부 주도의 경로’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정부에 의해서 기술이 이 주도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 역 주도의 경로’는 상업 으로 정향된 사  

역 주체(즉, 기업) 사이에서 기술 이 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주도의 경로’는 

높은 수 의 집합 인 의사결정을 가진 공동체 조직이 참여하는 기술 이 으로 설명된다. 재 ‘사

역 주도의 경로’가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Karakosta et. al., 2010, 1547).

그러나 기업 등이 주도가 되는 ‘사 역 주도의 경로’가 기술 이 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만, ‘정부 

주도의 경로’나 ‘공동체 주도의 경로’의 의미와 요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많은 연구

에서 지 하듯이 재생에 지 기술 등 ‘환경 으로 건 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는 연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공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한 정부는 수출입 정책, 규제 정책 등을 통해서 기술이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에서 ‘정부 주도의 경로’에 한 강조와 심은 여 히 필요하다(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 2003, 38; Stephen O. Andersen et. al., 2007, 12).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

체 주도의 경로’에 한 심도 요하다. 공동체 주도의 경로에서 심 인 역할을 하는 NGO들이나 지역 

공동체들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공개 포

럼, 워크  그리고 주민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에 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이 의 새로운 경로

를 마련할 수 있다(Stephen O. Andersen et. al., 2007, 14). 특히 여러 형태의 개발원조(를 통한 기술이 )가 

제공국의 임의 인 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원국과 지역의 필요를 반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지 을 고려하 을 때, 생활세계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NGO들이나 지역 공동체들에 의한 ‘공동체 

주도의 경로’의 요성에 해서 충분한 의미 부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그러나 IPCC 보고서는 기술이전을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주

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흐름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

상국 사이의 기술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다(Karakosta et. al., 2010, 1547) 이러한 지적은 이 논문에서 살

펴보게 될 선라봅의 사례―라오스에서의 경험에 바탕하여 태국,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논문의 5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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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공동체 주도의 경로’를 통한 개발국/개발도상국의 재생에 지 개발을 한 기술 이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 실천  함의를 찾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우선 분석 상은 ‘공동체 주도의 경로’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NGO, 그리고 기업의 형태

를 띠고 있지만 빈곤 축소를 한 개발  환경 보호 등의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사회  

기업’7)으로, 태국, 방 라데시, 그리고 라오스에서 재생에 지 개발을 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이들 

NGO와 사회  기업을 분석하기 해서, 앞서 살펴본 기술 이 의 시스템  특징을 주목했다. 즉 태양  

발  설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성공 인 재생에 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며, 그 기술의 안정 인 보 과 지속 인 운 을 가능하게 하는 융, 인력, 제도․정책 등의 다른 요소

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 요하다. 이에 따라 분석 상인 NGO와 사회  기업들이 제공하는 

재생에 지의 기술  요소 이외에, (1)그것을 소유․이용하는데 필요한 융 ․ 리  측면, (2)이를 운

할 기술  역량 확보의 양태, (3)기술 보 자와 앙/지방 정부와의 력 양태 (4)재생에 지 개발 사

업에 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양태 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동체 주도의 경로

가 재생에 지 기술이 ( 력)의 시스템 인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하고 효율 인 근을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심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재생에 지 기술은 태양  발  분야에 국한할 것임으로 밝힌다. 많이 

알려진 로 재생에 지 기술은 태양  발  이외에 태양열 온수(혹은 발 ), 풍력 발 , (소)수력, 바이

오가스 등의 분야에 걸쳐 폭넓게 존재한다. 분석 상인 NGO와 사회  기업들도 실제 사업에서 소수력, 

바이오가스, 풍력 발  등의 기술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가지 사례의 비교를 해서 이들이 

다루고 있는 가장 표 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  발  분야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가정

용 태양 시스템(Solar Home System: SHS)에 을 맞추었는데, 이 기술은 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농

/산간 지역에 등, 통신기기 등과 같은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를 공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Gabriel Baldwin et al., 2007).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기술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수요를 악하고 이에 합한 기술을 선택하며 지역의 여러 조건에 합한 지를 평가해

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Stephen O. Andersen et. al., 2007, 11; Karakosta et. al., 2010, 1548), SHS가 분석

상이 되는 국가와 지역에 가장 합한지에 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별도로 문제삼아야 

할 일이다. 이와 련해서 5 의 마지막에서 좀더 살펴본다.

3. BGET(국경그린에너지팀; 태국, 탁주/메솟)8)

7) NGO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이유가 한국에서 ‘사회

적 기업’은 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특정한 기준(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도 빈곤 축소를 위한 개발 및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업 

활동의 목표를 두는 경우, 폭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포함시켜서 다루고자 한다. 

8) www.bg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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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ET는 태국-버마 국경 지 에서 재생에 지 보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NGO로서, 2009년 세계 에

지 로 상(World Energy Globe Award)을 수상하여 그 활동을 세계 으로 인정받았다. 이 상은 

BGET가 재생에 지를 이용하여 버마 국경 안쪽의 2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민에게 24시간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해온 활동에 해서 수상한 것으로 “진실로 지속가능한 에 지 로젝트”라고 평가하 다

(Energy Globe Award 홈페이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버마 지역에 한 활동이 아니라 태국 국경 안쪽에

서 이루어진 BGET의 활동에 집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태국의 에 지 황과 BGET 설립

태국은 2003년도 재 92,491 Ktoe의 에 지 공 이 이루어져 2002년에 비해 7.7% 증가하 으며, 이 

에 반 가까운 47.9%가 수입된 에 지다. 한 2003년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 지  가장 비 이 큰 

에 지는 천연가스로 체의 39%를 차지하며 갈탄은 11%를 차지한다. 주로 바이오매스인 재생에 지도 

32%를 차지하고 있다(COCEN, 2005). 한편 2006년도 재 총 152,572GWh의 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기를 생산하기 한 원료를 보면 천연가스 64.8%, 석탄과 갈탄이 16.0%, 석유가 5.2% 등으로 부

분 화석연료이다. 이에 반해서 규모 수력발 은 체 에서 5.2%, 그리고 재생에 지는 5.4%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국 내의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로 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련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압력도 증가하면서, 태국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과 

NGO들도 재생에 지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재생에 지 잠재량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태국은 도 지역에 치해서 단  면 당 일사량(5.1 kWh/m2/일)이 높아서 태양  발 에 

합하다. 이외에도 부와 서부 지역에서 규모 풍력발 이 가능한 풍력 자원이 존재하며, 농업과 산

림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바이오매스도 풍부한 상황이다(N.W.A. Lidula et. al., 2007)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2003년 9월, 태국정부는 1차 에 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 지의 비 을 

2002년 0.5%에서 2011년 8%까지 높이는 정책목표를 설정하 다(한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이와 같은 

극 인 재생에 지 보  정책 하에서 농 지역에 정치  기반을 두고 있는 당시 탁신 정부가 농 지역 

기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태양시스템(SHS)9)의 규모 보  사업을 진행하 다(양세진, 2010). 태국 

정부의 기화 사업은 197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국에 걸쳐 99%의 기화율을 달성하

다. 그리고 2004년에 정부는 기화율을 100%까지 도달시키기 해 SHS를 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태국 정부의 농  기화 사업에 태양  발 , 특히 SHS는 일 부터 도입되었다. 1976년에 보건부 

등이 의료설비에 한 원을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원격지에 태양  발  설비를 처음 설치하 으며, 

1992년에 제정된 에 지 보존 진법(Energy Conservation Promotion Act)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았

다(Gabriel Baldwin et al., 2007, 9). 이에 따라서 태국 정부가 SHS를 통해서 농  기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구상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구상을 해서 태국 정부의 주(州) 력청

9) Solar Home System의 약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2-3개의 전등과 라디오나 TV와 같은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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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국 정부가 탁주에 설치한 SHS 구성도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은 2004년 반부터 원격지에 치한 203,000 가구에 가정태양시스템

(SHS)을 공 하기 해 2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야심찬 로그램을 시작하 다. 이 의 부분이 태국 

북부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15,000개의 SHS가 태국/버마 국경에 인 한 탁주에 설치되었다(BGET, 

2005, 2-3; Gabriel Baldwin et al., 2007; Andrew Lynch et. al., 2006). 

(출처: Chris Greacen, 2006)

BGET는 2005년 반에 탁주를 심으로 태국-버마 국경 지역에서 재생에 지와 련된 로젝트를 진

행하기 해서 구성된 여러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임시조직이었다10). BGET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들은 2001년부터 태국-버마 국경 지역에서 태국 국경 안의 카 족과 버마난민, 혹은 버마 내의 국내이주

민(IDP)을 상으로 소수력, 바이오가스와 태양  발 기 등의 재생에 지 시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진행해오던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에서 출발하 다. 이들은 2001-2003년까지 버마 국경 안에서 

태양  발 , 소수력, 조리용 바이오가스에 한 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2003-2005년까지는 카 보건

복지부(Karen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가 견한 카  국내이주민의 의료요원(medic)에 한 

태양  발 에 한 장 교육을 실시하 다. 한 2001년부터 태국 국경 안의 고산족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기반 소수력 발  로젝트를 진행하 으며, 2005년까지 3개의 소수력 발  시설을 건설하여 학

교, 보건의료시설(clinic), , 교회 등의 공동체 시설과 가정용 조명을 한 배터리 충 을 해서 운 하

고 있었다(BGET, 2005, 8). 

10) Green Empower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ergy Conservation(IIEC), Karen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Karen Network, Palang Thai, Taipei Oversees Peace Service, and ZOA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Palang Thai의 클리스의 

역할이 컸는데, 그는 소수력 분야의 전문가로서 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

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양세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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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국 정부가 규모 SHS 보 사업과 그 부분 인 실패는 BGET가 설립될 수 있는 정치 ․운동

 기회가 되었다. BGET 설립을 기획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SHS가 장기 으로 작동되는데 필요한 

유지․ 리 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한 작동  유지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 한 실

제 방문조사해본 결과 105개의 SHS 에서 7%가 설치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났다는 것을 

발견하 다(BGET, 2005, 2-3). BGET의 설립자들은 이런 상황을 그간 태국 국경 지역에서 산발 으로 진

행되어 왔던 재생에 지 지원 사업을 종합할 수 있는 기회로서 태국 정부의 사업(실패)를 활용하 는데, 

그 지역에 설치된 SHS의 실태 조사와 이를 유지 리하기 한 기술인력 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

다. 이를 통해서 태국 앙정부와 지방정부, UNDP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외 NGO들의 행정 , 

재정  력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BGET는 태국-버마 국경 지역에서의 재생에 지 지원 사업을 안정

으로 진행하기 해서 상설 인 조직으로 환을 추진 에 있다. 

BGET는 2005년도에 구성되면서 략 5가지의 활동을 계획하 다. 첫 번째는 태국 정부의 SHS 사업의 

황에 해서 조사하는 것이었다. 태국 정부가 2004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SHS의 운  상태를 직  

방문하여 악하고, 설치시기, 치, 필요한 수리 사항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SHS의 유지 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SHS가 설치된 마을 주민들에게 운   유지에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장기 인 유지 리를 해서 필요한 증류수  기본 부품의 공 을 가능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의 회수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SHS에 한 일차 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최 화하는 것이다. 기본 인 제조  설치상의 문제를 조정하고, 햇빛 노출이 최

화되도록 모듈의 치를 조정하거나, 손상된 구를 비롯하여 보증 기간 내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한 보증 기간이 끝나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한 부품의 교체나 시스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소수력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하게 운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소수력을 설치하기 

한 장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공동체 건물에 력을 공 할 수 있는 소수력 발  시설을 장기 으로 

지속가능하게 운 하도록 공동체 수 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버마 내 국내이주민과 

버마 난민에게 재생에 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버마로부터 온 국내이주민 의료요원, 라디오 

기술자  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버마 난민 캠 의 직업훈련생들에게 태양  발 과 소수력에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버마 지역 안의 원격지 보건의료시설에 제공된 18개의 태양  발  

설비의 부품을 제공하거나, 난민 캠  안에서의 훈련도 포함된다(BGET, 2005, 7-8). 

2) 구체 인 사례: 태국 정부의 SHS 사업의 보완  개선

태국 정부가 력망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산간 고립지역 마을의 가정에 기를 공 하기 해서 야심

차게 진행한 가정태양 시스템(SHS)은 설치 이후, 이를 유지․ 리하기 한 후속조치들이 마련되지 않

아서 그 지속가능성에 한 우려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었다(Gabriel Baldwin et al., 2007; Andrew 

Lynch et. al., 2006). SHS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기술역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리에 

- 43 -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정부가 SHS 설비를 공 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설치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 사후서비스를 보증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보증 

내용과 차에 한 정보는 설치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마을 주민이 회사에 제기한 사후서

비스 요구에 해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의해 SHS가 제 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

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를 들어 앞서 언 한 조사뿐만 아니라 BGET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체

계 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개의 샘 을 조사한 결과 략 9%의 SHS가 설치 첫해에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되었다(BGET, 2006). 

BGET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정부의 SHS에 한 조사, 수리  교체, 유지 리 지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 다. 이를 해서 BGET는 탁주의 핵심 도시인 메솟(Mae Sot)에 사무

소를 설치하고, 로젝트 책임자(project coordinator),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를 고용하

다. 특히 공동체 조직가는 이 사업에 공동체가 극 인 참여와 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임무

가 부여되었다. 한편 이 사업은 공동체의 기술역량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한 

기술 문가(Technical Volunteers)의 도움으로 지역 기술자(local Technician)를 선발․훈련시켰다. 특히 

지역 기술자는 태양  발  시스템을 수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탁주 내의 각 지역에 상주하도록 하 으

며, 이들은 정부 SHS에 한 체계  조사, 기본 인 수리, 보증에 의한 사후 서비스 요청 지원, SHS 유지

리를 한 지역주민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이들은 주요 사업 상인 카 족과 력하

기 해서, 카 족 언어의 사용은 필수 이며 타이어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 다(BGET, 2005, 

5-6). 2010년 재 4명의 지역 기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 방콕이나 인근 지역의 공과 학 출신자들

이 선발되었다(BGET 홈페이지). 한편 BGET는 탁주 내에서 가장 많은 SHS가 설치된 Mae Ramat과 Tha 

Song Yang 지역의 11개 Tambon(가장 작은 행정단 )에서 각 마을에서 선발된 주민을 상으로 태양  

발  시설에 한 기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2006년 7월까지 224명의 주민이 기술자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각 마을에서 SHS에 한 조사, 유지 리, 간단한 수리를 담당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BGET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앙정부  지방정부의 력을 얻기 해서 노력했다. 우선 BGET는 

정부의 SHS 사업의 문제를 진단, 정리하고 기록하여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주(州) 력청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의 앙 사무소에 이를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하 다. 주 력청은 이 보

고서를 정 으로 받아들 으며, 태국 정부가 시행하는 SHS 사업에 한 데이터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 이후 BGET가 계획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력을 하 다(BGET, 2005, 9). 한 지방

정부와의 력도 추구하 다. 각 마을에서 선발된 주민을 상으로 한 교육에는 마을에 설치된 SHS의 

상태에 해서 조사하는 일도 포함되었는데, 이 조사를 총 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Aw baw taw라고 불

리는 정부 사무소가 맡도록 BGET와 약을 체결하 다. Mae Ja Rao와 같은 일부 Tambon의 Aw baw 

taw는 내의 SHS와 련된 문제를 다루기 한 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최근 태국 내무부의 정책에 

의하면 향후 모든 Aw baw taw는 유사한 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BGET와의 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상하고 있었다(BGET, 20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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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GET의 조직 구성

(출처: BGET, 2005)

3) BGET 사례의 특징

첫째, BGET 사례는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설치한 SHS는 이를 유지․ 리, 수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의 기술  역량 확보가 제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게 작동되기 힘들며, 그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는 을 보여 다. BGET는 지역 기술자 의 선발 훈련, 마을 단 의 기술자 교육훈련 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한 정부의 계획을 보완하 다. 둘째, 련된 다양한 행 자들의 참여가 요하다는 이다. BGET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참여와 력을 해서 조직 역량을 배치하 으며, 

한 앙정부  지방정부의 력을 이끌어내기 해서 노력하 다. 물론 태국 국내  국외의 다양한 

원조 기 과 에 지 련 NGO들과의 력도 요했다. 셋째,  BGET는 태국 SHS 사업이 가지는 국내외

인 정치  의미에 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즉 야심찬 SHS 사업이 충분한 계획과 보완조치가 마련되

지 않아 실패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태국에서의 재생에 지 정책의 부 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다. 게다가 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지도  치를 감안하면, 그것은 인근 국가

들의 재생에 지 정책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을 이해했다(BGET, 2005, 3).

4. 그라민 샥티(Grameen Shakti/ 방글라데시, 다카)11)

그라민 샥티(‘샥티’는 '에 지‘이라는 뜻)는 INFORSE-Asia에 참여하고 있는 방 라데시의 비 리기업

(not-for-profit company)으로서, 2005년부터 시작된 빈곤 축소 로젝트(Poverty Reduction Project)에 

11) http://www.gshakt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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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 다. 그라민 샥티는 마이크로 크 딧 운동으로 유명한 방 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설립하 으

며, 가정용 태양  시스템(SHS)12)의 보 에 마이크로 크 딧을 활용하는 신 인 기법을 개발하고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European Solar Award'(2003), ’the Ashden Awards for sustainable 

Energy'(2006), 'The Right Livelihood Award'(2007) 등을 수상하여 국제 인 주목을 받고 있다. 

1) 방 라데시의 황

방 라데시는 풍부한 인  자원과 비옥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개발 국가

로 남아 있다. 한 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농  지역의 거주민(특히, 빈민)들은 환경 악화(특히 

벌목의 증가에 따른), 바이오매스의 오용, 물의 고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 기공 을 받는 인구

는 체의 30%(농 의 10%, 도시에 20%)이며 70%는 기 공 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주로 조리 목

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방 라데시 최종 에 지 소비의 65%를 차지하며, 주로 나무(목재 연료, 잔

가지, 잎, 나무 부산물), 농업 부산물(볏짚, 겨, 바이오가스 등), 가축 배설물 등을 이용한다. 조리 목

으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는 환경  오염과 건강 험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조명 목 으로 빈곤층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조명의 부족은 아이들의 교육에 악 향을 낳고 있으며, 일몰 후 농  지역 사람들

의 개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농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신 마른 낙엽, 곡물과 다른 나무 바이

오매스를 구하기 해서 시간을 보낸다. 

방 라데시는 북  20.34～26.38도, 동경 88.01～92.41에 치해 있고 일평균 일사량은 4～6.5Kwh/m
2
로, 

태양 에 지를 이용하기에 지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바이오 가스와 풍력 등도 이용가능한 재생에

지다. 방 라데시의 수력 잠재량은 제한 인데, 북부와 북서부의 구릉지 를 제외하고는 국이 낮고 

평평한 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 라데시의 섬과 남부 해안지역에 평균 3～4.5m/s의 풍속(3

월에서 9월까지)을 가진 풍력이 존재하여, 펌 나 기생산을 해서 이용가능하다. 한편 재생에 지 이

용 황을 보면, 바이오매스나 땔감 등으로 통 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외에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태양  발  방식이다. 방 라데시는 다양한 기구와 단체가 국 으로 태

양주택시스템(SHS)  태양주택 조명 시스템을 보 하고 있다(아래 표 5를 참조). 한편 풍력발 기도 

남부 해안지역을 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라민 샥티가 설치한 Chakaria 새우양식장의 풍력발 기를 

포함하여 독일 개발원조기구인 GTZ와 방 라데시 NGO인 BRAC(Bangladesh Rural Advanced 

Committee) 등이 해안 지역의 여러 곳에 소규모 풍력 발 기가 설치하고 있다.13) 한편 방 라데시 정부

의 재생에 지 정책은 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 라데시 정부는 1996년에 국가에 지정책

12) 그라민 샥티의 SHS 구성은 다음과 같다:  40～120Wp 용량의 태양광 모듈(인도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Kyocera

와 BP-Solar 제품),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방글라데시, Rahimafrooz 제품, 55～136Ah 용량), 과충전이나 방

전을 막기 위한 충전 통제기(charge controller), 4～6개의 형광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 통제기는 그

라민 샥티가 직접 조립하며, 나머지는 수입한다. 

13) 그라민 샥티는 빈곤 축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06년에 방글라데시의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Grameen Shakti(2006)를 참조. 이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 스리랑카, 네팔의 보고서도 볼 수 있다. 또

한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정책, 기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A.K.M. Sadrul Islam et al.(2006)를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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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라민 샥티의 SHS 보  추이

(National Energy Policy/ NEP)을 채택하면서 재생에 지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력, 에 지  

물자원 부(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재생에 지정책 안’을 제시하 으

나, 아직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2007년 재; Grameen Shakti, 2007).

2) 구체 인 사례: 마이크로 크 딧을 통한 SHS 보 사업14)

그라민 샥티는 1996년에 방 라데시의 농  지역들을 해 재생에 지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해

서 그라민 은행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라민 샥티는 SHS를 매함으로써,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조명, 

통신(특히, 이동통신)과 TV 등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의 기회를 확 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표 7에서 보듯이, 그라민 샥티는 방 라데시에서 가장 많은 태양주택시스템(SHS)을 극 으로 보

하고 있는 조직이다. 1997년부터 소규모로 SHS를 공 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1만 3천여 개를 설치

하 고 2010년에는 22만개까지 설치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2010년의 계획까지 달성하면, 총 53만여 

개의 SHS를 설치하게 되는 셈이다(아래 그림 참조). 2007년까지 총 11만개 이상을 설치한 총 설비용량은 

5MWp이며, 3만 여개의 마을에서 이루어졌다(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15).

(출처: 그라민 샥티의 홈페이지)

그라민 샥티가 이 게 많은 수의 SHS를 매․설치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모 조직인 그라민 은행의 마이

크로 크 딧 시스템이 요했다. SHS 사용자들이 비교  렴한 조건 하에 마이크로 크 딧을 이용하여 

SHS를 상 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한 자 은 기에는 그라민 은행의 

‘Grameen Trust'와 ’Grameen Fund'의 자 을 이용하 고, 이후에는 2008년까지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

(GEF)로부터 나온 보조 이나 양허성 차 을 이용하 다.16) 2008년 이후에는 상환된 출 자 을 이

14)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Anne Wheldon(2006)과 The Right Livelihood Award(2007)를 참고하였다.

15) 그라민 샥티는 SHS 이외에도 2007년 현재, 4개의 풍력발전 설비, 1000개의 바이오 가스 설비, 3개의 태양열 설비를 설치

하였으며, 9개의 태양광 발전 컴퓨터 훈련 시설을 설립하였다(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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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재정 으로 지속가능한 토  해서 운 되고 있다. 50Wp 의 SHS는 략 24,000 타카(185 운

드, 한화로는 략 34만원 정도)인데, 이는 방 라데시 국민 1인의 년평균 수입의 반에 해당한다. 그라

민 샥티는 계약하면서 구입자들이 15～25%의 보증 (deposit, 략 3,300타카)을 내고, 나머지는 월 40

0～800 타카(즉, 3～6 운드, 한화로 략 5천원에서 1만원)를 2～3년 동안 갚도록 하 다. 이 게 설치

된 SHS는 기본 으로 조명을 해서 사용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등유 램 를 해서 지출하는 월 

평균 400～500 타카를 약해  수 있다. 이 게 약된 비용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SHS 구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 으로 손쉽게 가난한 방 라데시 농 지역 주민이 SHS을 구입하

여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구입 계약은 주로 가정에 오래 머물고 SHS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 내 여성들

과 체결하도록 노력했다. 

그라민 샥티는 이런 사업을 해서 수도인 다카의 본사에 략 60명(이 에 20명은 생산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840명 이상의 장 직원을 두고 있다. 한 생산을 확 하기 하여 국에 걸쳐 15개의 

제조 시설을 설립한 상태이며(Anne Wheldon, 2006),17) 방 라데시 64개 체 지역에 390개의 마을 단  

사무소를 설치하 다(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 그라민 샥티는 특히 지역 역량을 구축․확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SHS의 구상, 실행과 유지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심을 끄는 것은 지역에서 SHS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국에 걸쳐 설치된 7개의 기술센터

들이다(2006년 재). 이들은 지역의 조건을 잘 알면서 지역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기술자(technician)

를 양성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재 2,000명을 훈련시켰다(이들의 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공동

체 수 까지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시스템을 수리하며 충  통제기(charge 

controller)를 조립하기도 한다. 그라민 샥티는 이 기술센터를 SHS에 한 정기  검 서비스를 제공하

고 비용을 받는 자족 인 사업체가 될 것을 기 하고 있다. 

그라민 샥티는 여러 정부 기 과도 력하고 있으며, 한 정부의 재생에 지 정책에 해서도 극 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 기 과의 력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정부 공기업인 인 라 개발 

회사(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td./ IDCOL)를 통해서 마이크로 크 딧을 이용한 SHS 보

이라는 그라민 샥티의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 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IDCOL는 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민 샥티와 같은 민간 행 자들에게 연성 차

(Soft loan)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그라민 샥티는 방 라데시의 재생에 지 보 ․이용의 확

산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극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 지기구의 설치․운 에서부터, 재생에 지 

련 설비의 수입 세 조정, 마이크로 크 딧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개발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Dipal C. Barua, 2007)

16) 이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농촌 전기화 및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Rural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REFEDP)'이다. 

17) 특히 그라민 샥티는 SHS에 들어가는 충전 통제기(charge controller)의 70%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Anne Wheldon,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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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라민 샥티 사례의 특징

그라민 샥티는 가정 태양  시스템과 마이크로 크 딧 시스템을 결합하는 신 인 기법으로 세계 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재생에 지 보 에 있어서 보편 으로 찰되는 장애물이 주민들이 태

양  시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수입에 비해서 상 으로 큰 자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다. 그라민 샥티는 이를 마이크로 크 딧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이 주목된다. 한편 태양  시스

템을 설치, 운 , 리, 수리를 해서 지역의 기술자를 훈련시키고, 이를 담당할 기술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주목된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라는 상 으로 여성의 활동이 사회

으로 제약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지역의 기술자 훈련, 그리고 SHS 구입의 계약을 여성에 집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선라봅(Sunlabob; 라오스, 비엔티엔)18)

선라 (‘라 (labob)’은 라오스어에서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진다)은 제3세계 농  지역에 재생에 지를 

통해서 기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공 인 ‘사회  기업’으로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라오스뿐만 아니

라 다른 개발도상국까지도 그 활동을 넓히고 있다. 선라 은 그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세계은행의 

Development Marketplace 상(2005), Energy Globe 상(2008) UNEP Sasakawa상(2008) 등을 수상하면서 

제3세계 농  지역을 재생에 지를 통해서 기화 하는 신 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인근의 태국, 아 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아 리카에도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 의 표 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 라오스의 에 지( 력) 황와 선라 의 설립

라오스의 에 지 소비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 은 단히 낮다. 2002년 재 체 에 지 소비 

에서 석유 비 은 17%, 석탄의 비 은 3%에 불과하다. 땔감용 나무의 비 은 56%이며, 주로 가정의 조

리용으로 사용되는 숯의 비  12%에 달한다. 이외에 기 소비는 체 에 지 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 에 지의 부분은 가정에서 사용되며(51%), 수송과 산업용으로 각각 26%, 20%를 사

용하고 있다.(Houmpheng, 2007b). 한편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기화(electrification)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2년 재 마을 에서 20%만이 기를 공 받고 있으며 기를 공 받는 가구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Houmpheng, 2007a). 라오스 정부는 농  지역 기화에 박차를 가해서 1996년 

19%에서 2005년도에는 48%까지 그리고 2008년에는 60%까지 기화률을 증가시켰지만, 여 히 상

으로 낮은 기화률을 보여주고 있다(Mattijs & Simon, 20010).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10년에 달성할 

간 목표로서 70%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90%의 기화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8) www.sunlab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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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 도가 낮고 산악지 에 치한 마을까지 력망을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의 문제, 력을 

주로 공 하는 규모 수력발 의 환경 ․사회  문제 등으로 인해서 농 /산간 지역의 기화율을 

높은 수 에 달성시키는데 어려움이 에상된다. 이에 따라서 독립 인 재생에 지 발 시설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oumpheng, 2007a 2007b; Simon, 2006; Andy & Samuel, 2008). 라오스의 

재생에 지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오스도 다른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과 같이 도 지역에 

치해 있어서 단  면 당 일사량이 높아서 평균 4.5～4.7 kWh/m
2
/일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메콩 강의 부분이 라오스를 내를 따라 흐르는 등 수자

원이 풍부하다. 수력 발 의 잠재량은 이론상으로 26,500MW에 달하고 기술 으로 18.000MW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라오스가 메콩의 수력을 이용하여 ‘아시안의 배터리’가 될 것이라

는 망이 나오고 있다(한겨 , 2007). 이외에도 라오스 부 지역를 심으로 풍력의 잠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W.A. Lidula et. al., 2007). 

선라 은 2001년에 라오스 비엔티엔에 설립되었으며, 재생에 지 설비와 에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종의 ‘사회  기업’으로서 공공 력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원격지에 상업 으로 이용가능한 에 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라 은 태양  발  시스템, 태양  랜턴, 소수력 발 기, 풍력 터빈, 태양열 온수

기, 바이오 가스 시설 등의 재생에 지 련 설비와 장비 등의 하드웨어를 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  발  시설, 태양  랜턴 등에 한 임 와 원격지역에 태양 , 소수력  디젤 발 기 등을 결합

시킨 하이 리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 공  서비스 등을 상업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태양 을 

이용한 정수 설비도 제공하고 있다. 

선라 은 2000년 이래, 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농  지역의 450개 마을에 5,600개의 태양  시스템

을 설치하 다(2007년 재). 이와 병행하여 1,870개의 가정용 태양  시스템도 임  계약에 의해서 설치

하 다. 2008년 재 비엔티엔 본사에 4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 부분의 기술 인력은 라오 

국립 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다. 한편 국에 걸쳐 34개의 랜차이즈 소규모 사업가가 선라 과 계약을 

맺고 태양  설비의 설치, 훈련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선라 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한 

활동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라 은 첫째 지역 노동력의 숙련을 높이고, 둘째 취약한 여성

(성폭력의 피해 여성)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셋째 에 지 효율화를 진하고, 넷째 라오스의 재생에 지 

분야를 발 시키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다섯째 지역 내 생산자나 재활용품을 이용하고, 

여섯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하고, 일곱째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 하 다고 밝히고 있다(Andy 

Schroeter, 2009). 

한편 선라 은 라오스 내의 재생에 지 련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선라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라오스 재생에 지 기구

(Lao Institute of Renewable Energy: LIR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라 은 2006년에 LIRE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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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면서, “라오스의 재생에 지원을 이용하려는 활동을 탐색하고, 발 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도

록 하며, 단히 라오스 사람들에게 상업 으로 렴한 수 의 에 지 가격으로 에 지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기 한” 략 으로 장기  노력이라고 설명했다(Sunlabob, 2006). LIRE는 라오스국립 학(공과

학)을 비롯하여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재생에 지 련 국내외 단체와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

다. 재 라오스에 진행되는 재생에 지 보  사업에 한 조사, 자트로  같은 유지 식물을 이용한 바이

오디젤 생산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Simon R. Buch, 

2006, 7;  Anne Wheldon & Mike Pepler, 2007; Jakok Rietzler, 2009; Thongsanti B. Vongsaly, Jakok Rietzler 

& Leon Gaillard, 2010).

2) 구체 인 사례: 태양  발  설비의 임  서비스(rental service) 제공

선라 은 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농  지역에서 기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근을 가지고 

있다. 우선 태양  발 과 같은 재생에 지 설비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를 

매․설치하는데 주안 을 두기 보다는 임  방식을 통해서 에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9). 이러한 임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태양  발  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는데 드는 기 비용이 

농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 으로 비싸다는 문제를 극복하며 한 설치된 설비에 한 한 운 과 

리를 통해서 장기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구상된 것이다(Leon Gaillard & Andreas 

Schoeter, 2009; Anne Wheldon & Mike Pepler, 2007). 선라 이 임  방식으로 태양  에 지를 서비스

하는 상품은 가정용 태양  시스템(SHS)과 태양  랜턴(Solar lantern)이 있으며, 2007년 재 73개 마을

에 1,870개의 SHS(이 에는 공동체용의 20개의 규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와 500개의 태양  랜턴

이 임 되어 있다. 이것은 계획된 투자 계획과 함께 속도록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Anne 

Wheldon & Mike Pepler, 2007). 

(1) 임 용 SHS

선라 이 제공하는 SHS는 태양  발  모듈, 배터리와 충  통제기(charge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으

며, 교류 기제품의 이용을 해서 인버터가 포함되기도 한다. 선라 의 SHS는 20～120Wp 규모의 태

양  발  모듈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임 되는 규모는 20Wp 규모의 태양  모듈과 33Ah 크기의 

배터리이다. 이런 규모의 SHS는 3～7W의 형 등 2-3개를 사용할 력을 제공하는데, 보통 하나는 부엌

에 다른 하나는 거실에서 녁에 3～4시간 동안 불을 밝힐 수 있다. 태양  모듈은 나무 기둥의 꼭 기에 

설치되는데 태양 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세워진다.20) 한편 150～800Wp 규모의 태양  시스템은 

보통 공동체용으로 설치되는데, 조명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의약품 보 용 소규모 냉장고, 냉동기, 물공

19) Sunlabob은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두고 ‘태양광 조명 시간의 판매(Selling Hours of Solar Lighting)'라고 부르고 있다

(Leon Gaillard & Andreas Schoeter, 2009). 

20) 이것에 연결된 배터리와 충전 통제기는 자물쇠로 잠긴 상자 안에 설치된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낮을 때 사용자가 충

전 통제기를 건너뛰어 직접 배터리에 연결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것은 배터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

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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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등에 력을 공 하기 해 사용된다. 이외에 태양  랜턴도 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등유 램 를 직 으로 체하기 해서 고안된 신 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해서는 조  후에 다시 자세히 다룬다). 

라오스의 융 시스템은 외딴 지역의 주민들이 태양  설비를 구입․이용하는데 필요한 출을 얻는데 

쉽지 않다. 선라 은 이에 따라서 상 으로 은 비용으로 태양  설비를 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이런 임  시스템은 태양  설비가 양질의 상태를 갖출 수 있게 했으며, 필요한 리 

 훈련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이것은 라오스에서 제공되는 다른 로그램에서는 

종종 실패하는 부분이다; Anne Wheldon & Mike Pepler, 2007). 임  시스템은 상업 인 기반에서 운

되기 때문에, 임 비는 자본과 운  비용을 모두 포 한다. 한편 선라 는 태양  설비를 개별 이용자에

게 직  임 하지 않으며, 마을 에 지 원회(Village Energy Committee/VEC)에게 임 하며, VEC가 

개별 이용자에게 이를 다시 임 한다. 선라 은 이 로그램에 참여할 마을에게 VEC를 구성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VEC의 원은 마을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다. 

VEC는 태양  설비를 임 한 가정으로부터 임 비를 걷는 책임을 지며, 이에 해서는 선라 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 가장 싼 SHS인 20Wp 의 경우 임 비는 한달에 35,000 kip(1.75 운드, 한화로 략 

3,500원)이며, 100Wp 의 경우 160,000 kip(8 운드, 한화 16,000원 정도)이다. 개 한 가정에서 조명 

목 으로 등유를 구입하는 비용이 36,000～60,000 kip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  설비를 선택할 경우에 등유 램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을 약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한편 VEC들이 선라 이 직 으로 계약을 맺지만, 시스템의 설치, 훈련  수리를 선라 이 계약을 

맺은 랜차이즈 사업자들이 담당한다. 선라 에 의해서 선별되고 훈련  재교육을 받은 랜차이즈 

사업자들은 VEC가 선발한 각 마을의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며, 이들이 태양  설비의 일상 인 운 을 

책임지게 된다. 발생된 문제는 마을의 기술자가 일차 으로 수리를 시도하고, 안될 경우 랜차이즈 사

업자가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다. 서비스 네트워크는 소모된 배터리를 리하는데, 재활용을 해서 

선라 으로 반납된다. 

(2) 임 용 태양  랜턴

한편 태양  랜턴의 임  서비스는 민간 력(Private Public Partnership/PPP) 방식을 추구한다는 에

서도 주목받고 있다. 태양  랜턴 임  시스템은 충  스테이션과 태양  랜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  

스테이션은 태양  모듈과 충 기, 시스템 통제기와 운  소트트웨어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240Wp 모듈을 통해서 24V 충 기로 랜턴의 배터리를 충 하도록 하 다. 한 태양  랜턴은 2～

4W의 형 등과 7.5Ah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5시간 동안 불을 켤 수 있도록 조정된다.21) 태양

21) 태양광 랜턴의 자세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Leon Gaillard & Andreas Schoeter(2009)를 참조할 수 있다. 태양광 랜턴

에는 타임머(혹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랜턴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등유 

사용을 대처한 양을 측정할 수 있다. Sunlabob은 이것이 CDM 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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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라  임 용 태양  랜턴 사업도

 랜턴 임  시스템도 선라 의 SHS 임  시스템과 기본 으로 유사하다. 태양  발  설비와 충  

스테이션은 선라 이 소유하면서 차이즈 사업자 혹은 마을 기술자에게 임 되며, 이들은 임 비를 

선라 에게 지불하게 된다. 한 이용자들은 사용한 랜턴을 반납하고 새로 충 된 랜턴을 빌려가면서 

임 비를 지불한다. 한편 기에 필요한 태양  랜턴은 공  기 (정부 산, 원조자  등)으로부터 투자

된 자 을 통해서 마련하는데, 마을 에 지 원회(VEC)가 소유하고 마을 내 사업자에게 임 해주고 

임 비를 받는다. 이 게 얻어지는 임 비 수입은 마을 에 지 기 으로 조성되어 재투자된다(그림 4. 

참조). 

(출처: Thomas Bergsten, 2009)

3) 선라 의 특징  함의

선라  사례의 핵심 인 특징은 임 에 의한 SHS 보 이라는 이다. Simon(2006)은 라오스에는 태양  

발  설비를 보 하는 두가지 경쟁 인 모델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나는 라오스 산업수공업부(the 

Mistry of Industry and Handcraft/MIH)가 세계은행의 자 을 이용하여 보 하고 있는 ‘임  후 구매

(rent-to-buy)'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선라 이 제공하는 임  서비스(rental service) 모델이다. MIH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은행은 연화 차 (soft loan)을 이용하여, 5～10년간 할부 을 납부함으로써 

신용에 의해서 SHS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 다. 이때 소비자들은 50%의 보조 을 받은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어서 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가격을 릴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선라 의 

임  서비스 모델은 정부의 보조 이 없기 때문에 세계은행-MIH 모델보다 월 임 비가 세배 이상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서 보조 을 제공하는 세계은행-MIH 모델이 라오스 정부의 농  기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빨리 기여할 것으로 망되지만, 보조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 인 시장 경쟁력

키고 있다. 한편 Thomas Bergsten(2009)은 태양광 랜턴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여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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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린 에 지 서비스 회사들은 장기 인 생존가능성에 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선라 은 

장기  생존가능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등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Simon R. Bush, 2006, 

8-9). 

6. 사례의 특징 비교 및 토론

1) 사례의 특징  비교

방 라데시, 태국 그리고 라오스의 사례는 모두 기후변화․에 지 기와 같은 거시 인 문제와 함께, 

농 지역 기화(Rural Electrification)의 필요성이라는 맥락 에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BGET 

사례는 재생에 지 개발 사업이 지속 인 리와 운 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

는지, 한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보여 다는 에서 다른 사례들과 구별된다. 태국 정부의 야심찬 

SHS 보 사업은―BGET가 조사하여 밝힌 것처럼―설비의 한 설치에 한 감독, 이용자에 한 정

보 제공  교육, 설비의 운 ․ 리 방안 마련, 제품의 품질 보증과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실패

하면서, 산 낭비뿐만 아니라 재생에 지 정책에 한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2) BGE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이미 설치된 SHS의 황을 조사하고 이의 운 ․ 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기술역량을 형성하며, 마을 공동체와 지방 정부들과 력하여 이를 운 ․ 리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라오스의 선라 은 제공․설치된 태양  시스템이 지속 으로 운 ․ 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체

의 참여를 강조하 다. 를 들어서 선라 은 태양  시스템의 임 하기 해서는 마을 에 지 원회

(VEC)를 구성하도록 요구하여 리 책임을 맡겼으며, 원회는 마을 주민을 선발하여 운 ․ 리에 필

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 다. 한 자본이 부족한 농 지역의 공동체들이 태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임  방식은 그 자체로 지속 인 운 ․ 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기도 했다. 한편 방 라데시의 그라민 샥티도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태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마이크로 크 딧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인 운 ․ 리를 해 지

역 공동체의 참여와 기술인력의 훈련 등도 강조하고 있다.23) 한편 세가지 사례에서 모두 찰되는 것은 

SHS 보   운 ․ 리를 해서 앙  지방 정부와 극 으로 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

다. BGET는 SHS 보  사업을 책임진 앙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기 과 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 확인되고 있다. 한 그라민 샷티와 선라 은 앙정부 차원의 재생에 지 정책에 깊숙이 

22) 마치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에 진행된 태양열 온수기 보급 사업이 낮은 품질, 사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면서, 그 이후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23)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샥티와 라오스의 선라봅 접근의 일정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겠

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찾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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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GET

(태국-버마)

그라민 샥티

(방 라데시)

선라

(라오스)

사업의 배경

기후․에 지 기

농 지역 기화

기후․에 지 기 

농  지역 기화 

기후․에 지 기

농 지역 기화

태국 정부의 SHS 보  사
업의 부실

버마 지역 소수민족 지원 
필요

주체의 성격 NGO 사회  기업 사회  기업

활동 지역 범 태국-버마 국경지역 국 국

활동 성과

(SHS 심)

태국 정부, 농 지역에 20
만개 SHS 보

탁주(州), 1만5천개

2007년까지 11만개 SHS 
설치(총 5MW), 3만여개 
마을

농  450개 지역에 5,600개
의 태양  시스템 설치, 
1,870개 임 용 SHS 보
(2007년 재)BGET, 주민 표 224명 교

육훈련  이를 통한 조사
와 리

SHS 보  방식

( 융 방식)

태국 정부의 SHS 소유, 무
료 제공

임 - 매(2-3년) 임

기술인력 양성

4명의 지역 거주 문 기
술자 배치

각 마을의 224명 주민 기
술교육(2006. 7 재)

국 7개 기술센터

2,000명 훈련(주로 여성, 
2006. 7 재)

국 34개의 랜차이즈 
소규모 사업가 기술훈련

SHS 설치 마을의 다수 주
민 교육

정부 력 계

( 앙, 지방 포함)

BGET 공동창립자의 태국
정부 에 지 정책 자문

정부 공기업과 SHS 사업 
력

자체 으로 재생에 지 정
책 제안

라오스 재생에 지 연구소
(LIRE) 설립

라오스국립 학교 등의 공
공기  참여

앙정부 주에 지청
(PEA)  기 자자체와의 

력 계

공동체의 참여 카 족 공동체 조직가의 64개 체 지역에 390개 마을 에 지 원회 구성 

표 1. 방 라데시, 태국-버마, 라오스 사례의 비교․정리 

여하고 있다는 을 악할 수 있다.

3개의 사례는 여러 공통 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에 더 심을 가져보자. 우선 그라

민 샥티의 경우는 재생에 지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문제에 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즉 기술인력 

훈련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실제로 부분의 훈련 수료자가 여성이었다. 한 SHS의 임

-구매의 계약 당사자를 가정에서 에 지의 주된 이용자인 여성(주부)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BGET의 사례는 여러 에서 독특한데, 그들의 심이 태국-버마 국경 안 의 소수민족(과 그 난민)에 

한 재생에 지 지원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에서 비롯된다. 즉, NGO이라는 조직 형식이나 활동 

지역을 태국 국으로 하기보다는 버마 국경지역에 집 되어 있는  등이 BGET의 주된 심사를 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의 선라 의 사례는 임 용 태양  랜턴 사업과 같은 신 인 사업 방식

에서도 흥미롭지만, 라오스의 국가 체 차원에서 재생에 지 사업을 발 시키기 한 노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오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 , 단체와 조직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조사 등하여 력할 수 있는 LIRE의 설립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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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각 마을 단 로 선발된 주
민을 통한 SHS 련 교육
과 리 

마을 단  사무소 설치, 지
역 공동체의 참여 유도

특히, 여성참여 강조

요구, 이를 통한 임  사업 
진행

2) 정책 ․실천  함의

이미 OECD의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지 기의 해결과 동시에 빈곤축소라는 목 을 해서 재

생에 지 분야의 ODA를 확 하고 있다. 그 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력망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농

지역의 기화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소규모 태양  발  설비(SHS)를 보 하기 한 사업에 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 라데시, 태국-버마,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사회  기업

과 NGO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태양  발  설비의 보 ․설치와 지속 인 리․운 의 사례

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  기업 혹은 NGO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 지 설비의 보 ․ 력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며, 한 지속 인 운 ․ 리라는 측면에서도 가능성과 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를 정부나 기업에 의한 규모 설비를 보 한 사례와 직 으로 비교하

지는 않았지만, BGET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간 인 비교가 가능하다. 즉, BGET의 사례는 태국 정부

에 의한 사업의 실패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지역 공동체와 긴 히 연계된 NGO를 통한 근의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이것은 이후 정부  기업을 통한 재생에 지 개발 사업과  NGO

와 사회  기업 등을 통한 사업에 한 본격 인 비교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다. 

한편 소규모 태양  발  설비를 공 하는 지역이 가난하며 교통이 불편한 고립된 농 /산간 지역이라

는 을 감안한, 그라민 샥티와 선라 의 신 인 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합한 수 의 에 지 시스템(조명과 TV, 라디오 등의 일부 가 제품에 필요한 력)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가난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마이크로 크 딧이나 임  방식을 용함으로써 행 에 지 비용

(등유 램 의 기름값)의 약․ 체하여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선라 의 근은 제공된 

태양  발  설비의 지속 인 운 ․ 리라는 목표도 직 으로 반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지속

인 운 ․ 리라는 목표는 세 개의 사례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듯이, 지역 주민들에 한 기술 교육․훈

련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여러 신 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도 

요하다. 이와 같이 개발원조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역의 실에 착된 재생에 지 기술 력의 사례

가 최근에 막 시작되어 확 되고 있는 한국의 재생에 지 기술 력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BGET의 사례는 다른 두 사례가 주는 함의와는 별도로 추가 으로 언 할 필요가 있다. 즉, BGET는 

국내 분쟁을 겪고 국경 지역 안 에 걸쳐 있는 소수 민족에게 재생에 지를 공 하고 이를 통해 의료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교육을 지속 으로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에서 분쟁 지역에 한 재생에 지 개발원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해 시사 을 주

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이 필요할 것이다. 개의 경우 분쟁지역에 한 원조 활동은 소극 으로 

- 56 -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 한 긴 구호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 지 환(구축)이라는 보다 

장기 인 심은 려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BGET의 사례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이 연구를 통해서 구체 으로 제안해볼 것은 우리나라 ODA 재원 혹은 기 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과 지역의 사회  필요에 을 맞춘 기술을 제공하기 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첨단 기술을 심으로 규모의 앙집 인 설비를 제공하는 기술이 보다는 

앞서의 사례와 같이, 비교  간단한 기술을 심으로 소규모 분산 인 기술을 이 하는데 필요한 연구개

발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하건데 앞서의 사례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석박사 

수 의 고  연구인력이라기 보다는 학사 혹은 그 이하 학력의 장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사회  신에 한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

로 개발도상국의 사회  필요에 합한 기술을 개발․교육훈련하는 'Small Science(혹은 Small 

Technology) Programme‘를 설치하여 운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송 진 외, 2008; 2009). 재 국내

의 몇몇 학에서 ’ 정기술‘에 한 심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 으로 지원하

고 ODA 로그램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한 이러한 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사회  

기업 혹은 NGO들에 의한 재생에 지 기술 력의 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

이번 연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과제를 부각시켰다. 우선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심 으로/우선

으로 개발되어야 할 재생에 지 기술에 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택된 기술에 한 

국가, 지역  공동체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에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서 Mattijs Smits 

& Simon R. Bush(2010)는 라오스 지역에서 소수력(pico-hydro power)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확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수력이나 태양  발 과 같은 보다 규모의 고비용을 요구하는 기술이 정치  지지

를 받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24) D. Green(1999)는 지역 외부에서 제공되는 기술에 한 공동체의 

문화 ․조직  반응 혹은 의미 구성에 해서 주목할 필요를 지 하기도 했다. 한 해당 지역에서 오

래 부터 이용해오던 통 인( 개의 경우 재생가능한) 에 지 기술이 이런 재생에 지 개발 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요하다. 이런 연구와 토론들은 태양 ,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의 각각

의 재생에 지 기술의 선택과 수용은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  조건과도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그 지

역 혹은 국가 체의 정치․경제․사회  맥락과도 련된다는 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각 국가와 지역에서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재생에 지 개발 혹은 기술 력의 효과와 향에 한 심도 필요하다. BGET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24)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태양광 발전 분야에만 주목하여 다룬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 성찰적 토론

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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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인 재생에 지 기술 제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효과에 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외에도 그와 련된 사회  향에 해서도 본격 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을 강조

하고 싶다. 를 들어서 방 라데시 그라민 샥티는 SHS의 보 을 한 계약과 교육훈련 과정에서 여성

의 참여와 역량을 확 하려는 의식 인 노력을 기울 다. 그 다면 과연 SHS를 매개로 하여 여성의 사

회  지 와 역량을 확 하려는 노력은 성공했는가 혹은 어떤 변화를 낳았는가에 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재생에 지 보  후 지역 공동체가 속히 변화했다”는 양세진(2010)의 찰처럼, 재생에

지 설비의 도입으로 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공동체가 겪는 변화에 해서 보다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태국 정부가 제공한 SHS는 2개의 형 등 이외에 TV를 켰을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는데, TV는 외부 세계에 한 소식을 하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상업주의  소비 욕망을 야기하

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58 -



<참고문헌> 

서

김귀곤 외. 2009. 『기후변화 응을 한 한국의 ODA 략 연구』. 한국국제 력단.

랭커스터 캐럴. 2010. 『왜 세계는 가난한 국가를 돕는가』. 시공사.

이유경. 2007.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 끊이지 않는 분쟁. 그 장을 가다』. 인물과사상사.

이필렬. 2001. 『에 지 환을 찾아서』. 궁리.

장 배․한재각. 2008.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문태. 2004. 『 선기자 정문태 쟁취재 16년의 기록』. 한겨 신문사.

정지원․박수경. 2009. “기후변화 련 개도국 지원기  황  시사 .” 『오늘의 세계경제』9(3). 외경제

정책연구원

박번순 외. 2009. "국격 제고를 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730. 삼성경제연구소

송 진․성지은․박동오. 2008. 『사회  목표를 지향하는 신정책의 과제: Synthesis Report』.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송 진․장 배․성지은. 2009. 『사회  신과 기술집약  사회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ill Wilkins. 2002. Technology Transfer for Renewable Energy: Overcoming Barriers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hatham House. 

Metz B. Davidson O. Martens JW. Van Rooijen S. Van Wie Mcgrory L(ed.). 2000. Methodological and 

technological issues in technology transfer. Cambridge: IPCC․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phen O. Andersen, K. Madhava Sarma, Kristen N. Taddonio. 2007. Technology transfer for the ozone 

layer: lessons for climate change. UK. London: Earthscan

학술지

강연화. 2009. "기후변화 응과 녹색 ODA." 『국제개발 력』2009년도 제4호: 117-132

김 환. 2010. "OECD DAC 가입과 KOICA의 환경  기후변화 ODA 추진 략." 『국제개발 력』2010년 제 

2호: 10-31.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에 지체제로의 환을 한 에 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269~299.

임소 ․박희수. 2009. ‘기후변화 련 최근 원조 황과 논의 방향(3): 신재생에 지 분야’. 『국제개발 력』

2009년도 제4호: 133-157.

A.A. Williams & R. Simpson. 2009. "Pico hydro: Reducing technical risks for rural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34(8): 1986–1991

Alan C. B. et al. 2009. "Systems analysis and the sustainable transfer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 

focus on remote areas of Africa", Renewable Energy 34(7): 1774-1781

Alexandros Flamos & Katherine Begg. 2010. "Technology transfer insights for new climate regime."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bstantiality 12(1): 19–33

Charikleia Karakosta. Haris Doukas and John Psarras. 2010. "Technology transfer through climate change: 

Setting a sustainable energy patter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6):  

1546-1557

D. Green. 1999. "Cross Cultural Technology Transfer of Sustainable Energy Systems: A Critical Analysis." 

Renewable Energy 16(1-4): 1133-1137 

David M. Kline. Laura Vimmerstedt and Ron Benioff. 2003. "Clean Energy Technology Transfer: A Review 

of Programs under the UNFCCC."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9(1): 1–35.

- 59 -



Gareth Martin. 1996. "Renewable Energy and the ODA." Renewable Energy 9(1-4): 1098-1103

Gregory C. Unruh. 2000. "Understanding carbon lock-in". Energy Policy 28(2): 817-830

Mattijs Smits & Simon R. Bush. 2010. "A light left in the dark: The Practice and politics of pico-hydropower 

in the Lao PDR." Energy Policy 38(1). 116-127

N.W.A. Lidula. N. Mithulananthan. W. Ongsakul. C. Widjaya. and R. Henson. 2007. "ASEAN towards clean 

and sustainable energy: Potentials. utilization and barriers." Renewable Energy 32(9): 1441–

1452. 

Pablo Del Río. 2007. "Encouraging the implementation of small renewable electricity CDM projects: An 

economic analysis of different option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1(7): 

1361–1387

Tania Urmee. David Harries. August Schlapfer. 2009. "Issues related to rural electrification using renewable 

energy in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and Pacific." Renewable Energy 34(2): 354–357

미간행

LG CNS. 2010. ‘[보도자료]스리랑카 태양  발 사업 계약’. 2010. 6. 3

녹색성장 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 략』

한재각. 2010. "개발도상국에 한 녹색 ODA와 재생에 지 기술 력 방안: 국내외 NGO와 사회  기업

의 경험에 한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간행).

이정필. 2010. "외국 정부의 재생에 지 분야 녹색 ODA 황". 에 지기후정책연구소(미간행).

양세진. 2010. 인터뷰(서울 서 문구 드북스, 2010. 10. 12) * 2009년 하반기 6개월간 BGET에서 인턴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A. Azimi and S. Tanaka, 2004. "Technical Assistance to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for Poverty 

Reduction and Rural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DB 

Andrew Lynch, Chris Greacen, Salinee Tavaranan, Fredrik Bjarnegard. 2006. "Threatened Sustainability: the 

Uncertain Future of Thailand's Solar Home System", Asia Pro Eco Project TH/Asia Pro 

Eco/05 (101302)

Andy Schroeter & Samuel Martin. 2008. "Profitable and affordable energy services for remote areas in Lao 

PDR: Private - Public Partnership as mutual leverage for Hybrid Willage Grids in areas off 

the national grid." Paper for the 4th European Conference on PV-hybrid systems and 

Mini-grids. Athens. Greece. 29-30. May. 2008

Andy Schroeter. 2009. "Sunlabob's Commitment to Corporate Responsibility in Laos'. OECD-ESCAP 

Conference on Corporate Responsibility "Why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Matters"." 

Bangkok. 2-3 Nov. 2009

Anne Wheldon & Mike Pepler. 2007. "Sunlabob Rural Energy Ltd. Lao PDR. Andy Schroeter: Rental of 

PV systems provides quality lighting in remote Laos village." the report for the Ashden 

Awards for sustainable energy.

Anne Wheldon. 2006. "Grameen Shakti: Promotion and microfinance of solar home systems for rural 

households in Bangladesh." the report for the Ashden Awards for sustainable energy.

BGET. 2005. "Border Green Energy Team: Concept paper." April. 2005

BGET. 2006. "BGET Semi-Annual Report." March. 2006

BGET. 2009.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EarthRights International Mekong School(14 July. 2009)

Chris Greacen. 2006. "Thai Solar Home Systems(SHS): Observations in Tak province of SHS failures and 

sustainability problems." BGET

COGEN. 2005. “Overview of policy instruments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 Thailand", EC-ASEAN Energy Facility (EAEF) Project 62-2003

- 60 -



D. Stainforth. G. Staunton. 1996. "Critical Success Factor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EEE

Department of Electricity. 2007. "Rural Electrification Situation Rural Situation Lao PDR." CAP-REDEO 

MEETING. 4. April. 2007

Dipal C. Barua. 2007. "Grameen Shakti: Pioneeing and Expanding Green Energy Revolution to Rural 

Bangladesh". presented at conference of 'Greening the Business and Making Environment a 

Business Opportunity' 5-6. June 2007. Bangkok. Thailind

Gabriel Baldwin, Benjamin Childs, Carolyn Hunter, Victoria Urrea. 2007. "Developing a Strategy to Improve 

Solar Home System Sustainability in Rural Thailand", An Interative Qualifying Project 

Report submiiteed to the Faculity of the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t the Degrees of Bachelor of Science

Grameen Shakti. 2006. "Renewabel Energy Technologies in Bangladesh"

Houmpheng THEUAMBOUNMY. 2007a. "(Laos) Country Paper: Rural Ener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resented at UNESCAP Workshop on Policy options for community driven 

energy service provision

Houmpheng THEUAMBOUNMY. 2007b. "STATU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ESCAP Conference on Greening the Business and Making 

Environment a Business Opportunity. 5-7. June 2007. Bangkok. Thailand 

INFORSE. 2000. "INFORSE Chater". on website of INFO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 2003. "Technology Transfer: The Seven "C"s for the 

Sucessful Transfer and Uptaske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UNEP

ITDG, IT Consultants, IT Power and ITDG Latin America. 2002. "Sustainable Energy for Poverty Reduction: 

an Action Plan". Greenpeace․ITDG

Jakok Rietzler. 2009. "LIRE Annual Review 2009." LIRE

Leon Gaillard & Andreas Schroeter. 2009. "Solar Recharging Station: Selling Hours of Solar Lighting." IEEE 

Explore. 

Smion R. Bush. 2006. "Acceptance and suitability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Lao PDR." Report 

for Asia Pro Eco Project TH/Asia Pro Eco/105(101302)

Sunlabob. 2006. "Lao Institute of Renewable Energy. LIRE: The Sketch of An Idea." 5. May. 2006 

Takács G. J. 2008. "Will we find the solution? the limited role of technology transfer in reducing the growth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EU Working Paper 4/2008. 

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 "Grameen Shakti. Bangladesh."

Thongsanti B. Vongsaly. Jakok Rietzler & Leon Gaillard. 2010. "LIRE Annual Review 2009." LIRE

Tomas Bergsten. 2009. "Evaluation of the Sunlabob Battery Lantern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in Rural 

Lao PDR."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 Department of Energy and 

Technology.

언론기사

Electric Power Journal. 2010. '에 공. ‘동아시아 기후 트 십’ 업무 약 체결'.  2010. 4. 6 

이낸셜뉴스. 2010. ‘에 지 리公. 몽골 만다흐솜서 태양 발 설비 공식’. 2010. 10. 8

한겨 . 2007. ‘라오스의 물, 아세안의 배터리로’. 2007. 3. 11

웹사이트

한태상공회의소. http://korchamthai.com/kr/

INFORSE http://www.inforse.org/

- 61 -



BGET. http://www.bget.org/

Energy Globe Award. http://www.energyglobe.com/en/award/

OECD. http://www.oecd.org/dataoecd/

Sunlabob. http://www.sunlabob.com/

Grameem Shakti http://www.gshakti.org/

- 62 -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xperience of NGOs and Social 

Enterprises

Jae-kak HAN

As climate change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of all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ransf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r GHG reduction has been emphasized by UNFCCC(Unit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terms of this, the extensive efforts of 

support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hich will meet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developing 

countries’ energy demands and simultaneously suppress greenhouse gases' emission have progressed.

In Korea, government show up the plan that increase 'green ODA' up to 30% of total ODA as a part 

of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Especially, the East Asia partnership program which is total 

amount of around 2 hundred million dollars until 2012 has progressed. In this program, supporting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s important part.

In this study, three experiences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by Grameen Shakti 

(Bangladesh), BGET (Thailand-Burma border region) and Sunlabob (Laos) were analyzed. This cases 

raised importance of systematic approach with emphasis on financial service to make people in rural 

areas be able to use relatively expensive equipments, training technical professionals for sustainable 

operating and monitoring, managing with participation in community. These cases will gi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on support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Korea.

Key word: Green ODA, Renewable Energy, Social Enterprise, Rural Electrification, Solar H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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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Source: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Index

Meeting two goals of sustainability 
High human development and low ecological impact

Source:  WWF Living Planet Report 2006

Sustainability

ecological footprint

human develop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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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rundtland Commission (1987)

Development must be sustainable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erms and integrate  

these three dimensions.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2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Low Carbon 

Economy

Circular 

Economy

SCPMDGs

Eco-

innovation

Green   

Economy

Sustainability Family

Appropria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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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I Analysis

Green Economy can be defined as one that results in 
improved human well-being and social equity, while significantly  
reducing environmental 

Green Economy Definition (UNEP)

Source: UNEP 

4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3. GEI Analysis

Engine of Growth Employment Solution to Poverty 

Source: UNEP Green Economy Initiative (2010)

Green Economy links to

5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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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s about chang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nd developing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to reduce our impact on the     

-innovation will be a key driver of industry     

-

Rising concept + New to Asia

-Innovation is defined as eco-innovative             
products, techniques, services or processes which   
aim at the prevention or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or which contribute to the   

Eco-Innovation Definition

6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Presidential VISION Low Carbon, GREEN GROWTH

Next 60 years

Green growth
Last 60 years

Brown growth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 want to put forward Low Carbon, GREEN 
GROWTH

Sourc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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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2011

from High to Low Carbon Paradigm

Paradigm Shift

8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3. GEI Analysis

Core Success Factor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Effe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independenc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ing       

- Effectiv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 Reducing use of fossil fuel and 
improving energy independency
- Climate change adaptation

-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and 
growth engines
- Greening industries and nurturing 
green industry
-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 Laying the foundation of green 
economy

- Construction of green land and 
transportation
- Green lifestyle
- Achieving green growth model 
nation status

1100  KKeeyy  PPoolliiccyy  AAggeennddaa  IItteemmss

of economic 
defined, green growth seeks to advance the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and the  shift from the traditional, fossil-fuel dependent socioeconomic structure into a 

9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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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reen Growth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Water Management
Landmark project
- Providing total solution for
Water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East Asia 
Climate Forum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 To assist countries in formulating
their own green growth plans

Strengthen Research                    
in Green Growth

- Joint research on development
of green growth strategies for OECD 

International 
Negotiation 

Post-Copenhagen Climate 
Change Negotiation 
-Secure Autonomy in climate 
change policy 

- Continue efforts to reflect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NAMA) 
registry on future climate change 
regime

Bridge between Developed/
Developing Countries

10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Historical Background of ASEIC

7th ASEM Summit
(August 2008, Beijing)

ASEM Forum 2010
on Green Growth

and SMEs
(May 2010, Seoul)

8th ASEM Summit
(October 2010, Brussels)

The Establishment 
of the ASEIC

(February 2011,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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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ity

Emphasis on equal 
partnership

Dual focus on high-level 
and people-to-people

Informality

Europe
- 27 European Union Members
- European Commission

Asia
- 19 Asian Countries
- ASEAN Secretariat

Key Characteristics

Asia-Europe Meeting (ASEM)

12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ASEIC as Inter-Regional Platform

Eco-Innovation

Encouraging                       
Institutional Partnership

Sharing                      
Best Practices

Creating Business  
Opportunities

ASIA

EUROPE

Environmental Regulations

SME policies

ASEIC

concept of eco-innovation are  
embedded to the ASEIC

13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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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visory Service

Provide consulting service for        

SMEs in Asia and Europe, with       

having specific interests in             

developing countries

II. Knowledge Sharing

Provide a web portal service for    

member countries by uploading     

environmental policies/regulations,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experts and institutions, etc. 

Conduct global research on            

eco-innovation

III. Communications

Hol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Establish global network and         

partnership

Key Activities 

14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Green Growth

Finding linkage between AP and GG

Appropriate Technology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Why? Sometimes, green growth related technologies are too high-tech 
to be appli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15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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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ice

PromotionPlace

feasibility study needed

promote or support 
market creation for SMEs

price variation exists          
depending on usage 
(ex: rocket stove family     
use or commercial use)

raw materials should be     
available in local community

product should be easily     
repairable 

demonstrate technology to 
the local commun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ref. GTZ model 

4P Analysis for Appropriate Technology

16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conomic Benefit
- Profitable (industry) + Saving fuel costs

Environmental Benefit
- Reduce fossil fuel consumption

Social Benefit
- 600,000 people employed + reduce risk of 

Rheumatoid arthritis 

Success Stories: Solar Water Heater - China

Source: UNEP Green Economy Developing Countries Success Stories (2010)

17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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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enefit
- Micro lending concept, 20 technology centers set 

up, 300,000 installed as of 2009

Environmental Benefit
- Reduce fossil fuel consumption

Social Benefit
- Community participation: 660 women employed, 

600 youth trained, aiming to create 100,000 jobs 
by 2015

Grameen Shakti (GS)
Innovative Business Model

Solar Home Systems (SHSs)

Success Stories: Solar PV - Bangladesh

Source: UNEP Green Economy Developing Countries Success Stories (2010)

18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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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 LOCAL COMMUNITY BY ENCOURAGING 
APPROPRIATE TECHNOLOGY 

Target country: Cambodia

20

Kampong Cham

Prey Veaeng

96 km
318 km

138 km

ASEIC Pilot Project in Cambodia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In the year 2000, indoor air pollution from  
solid fuel use was responsible for more      
than 1.6 million annual deaths and 2.7%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World Health Organization

Cambodia has one of the highest rate of 
deforestation in the world, third to only 
Nigeria and Vietnam.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5)

In 2008, nearly 10,000 people in Cambodia 
die each year from diarrhea and other 
diseases that arise from poor sanitation.  

$450 million a year, or the equivalent of 7.2 

- World Bank
Poor Sanitation

Indoor Air Pollution

Deforestation

Health 
Benefit

Economic 
Benefit

Environmental 
Benefit

Improve health and sanitary 
conditions by disposing 
wastes and reducing irritant 
pollutants and smoke 

Save time and money 
collecting firewood 
or purchasing fuels 

Prevent environmental 
loss including 
deforestation

Direct link to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1

Background in Cambodia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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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2 types of SMEs in Cambodia (Cambod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Yearbook 2006)

1. Food, beverages and tobacco

2. Small-scale garments and textile 

Definition of SMEs in Cambodia

Characteristics of SMEs in Cambodia

22

Background in Cambodia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Solar           
Cooker

Rocket 
Stove

Waste 
Incinerator

Nurturing local businesses (especially SSMMEEss), 
while reducing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Job Creation 

Improve Health   
and Sanitation

Prevent 
Deforestation

Create Local 
Market

Reduce 
Pollution

Possible
Effect

Items Package

Applying three items of appropriate 
technology to local communities 

23

Rationale of the Pilot Project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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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isposed heaps of garbage in town

Deforestation 

Applicable Green Technologies

waste incinerator  

Target Site

Solar cooker

small town in Phnom Penh, Cambodia waste treatment, waste reduction-reuse, biomass
Expected Outcomes

beneficiaries

PPP 
Consortium

GO/ IO

SMEs

Technician

Academia

Consultant

health, sanitation, pollution issues raised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Social 

Development

Rocket stove

Dispose of waste materials

Creating biomass fuel

Boosting local market

2
4

Project Overview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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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MEs
Technicians

Cambodian 
SMEs End product

Provide energy-
efficient design and 
frame

Provide components 
and local labours for 
the establishment

Technology Applied

Market creation
Good for daily lives

Finding opportunities for SMEs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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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turing Entrepreneurship : 
charcoal making cooperatives 
with a group ownership model

- Fostering Green SMEs: 
establishing manufacture of 
stoves &     charcoal SMEs 

- Job creation & income growth 
by expanding local market 

Presidential  Lee, The 8th 10.7.13.)

The project should be profitable and localiz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SMEs and civilians.

- Food SMEs : selling safe, 
hygienic, affordable foods by
using eco-friendly & energy 

efficient   stoves 

26

Creating Market for SMEs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Action programmes on a national and 
supernational basis are needed to develop 

intermediate technologies (appropriate 
technologies) suitable for the promotion of full 

- E.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Towards Sustainable Future

Local community + Entrepreneurs (SMEs) + 
+ Government + International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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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project proposal and suggestion will be more than welcome !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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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urtesy: Yann-Arthus Ber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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