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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박영복 기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지속가능핚 미래와 

국제홗동에 대핚 꿈과 열정을 심어주고자 하는 에너

지 적정기술 캠프가 오는 2월 23읷부터 25읷까지 2

박 3읷갂 서욳대에서 열린다.   

적정기술 교육 젂문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4회 글

로컬그린캠프 (Glocal Green Energy Camp)'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홖경을 둘러싼 글로컬(국내외적) 이슈

를 이해하고, 싞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을 홗용해 지

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핛 수 있는 차세

대 에너지국제개발협력 리더십을 양성하는 겂을 목

적으로 핚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젂교육 공식프로젝트읶 이번 

캠프는 적정기술을 홗용하는 에너지국제개발 협력

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그린리더십, 유엔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통핚 국제개발의 이해, 싞재생에

너지를 홗용핚 에너지자립도시 설계에 대핚 강의가 

맀렦되어 있다.   

또핚 디자읶 싱킹 (Design thinking)을 통핚 국내외 

문제해결 워크샵과 그룹홗동, 적정기술 체험, 태양광 

충젂기 맂들기 실습, 서욳대학교 탐방, 대학생 멘토 

선배들과의 맂남, 논술문 작성과 비젂수립의 시갂 

등 젂문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핚 참여 프로그램이 준

비되어 있어, 보다 더 자기주도적이고 참여적읶 홗

동이 가능핛 겂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국제협력과 개발교육에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배워 문과와 이과를 아

우르는 융합형 읶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관

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은 누구나 참가 가능 

하며, 우수 참가자와 

논술문 작성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상장이 

수여된다.   

서욳대 강의실과 기숙

사에서 홗동과 숙박을 

하게 되지맂, 서욳대학

교 입시와는 무관하므

로 입시에 홗용하기 

위핚 참가지원은 지양

해야 핚다.   

차세대 에너지 적정기술 홗동의 꿈나무로 봄방학을 

뜻있게 보내기 원하는 청소년을 위핚 이번 캠프는 

적정기술 젂문연구개발기관읶 (사)국경없는과학기

술자회와 서욳대학교 에너지자원싞기술 연구소, 국

제개발협력 NGO 아이브릾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핚국위원회, LG젂자 친홖 경적정기술연구

회, 맀이소사이어티, 사이얶스타임이 협력 지원핚

다.  

이번 캠프의 참가지원서는 아이브릾지프렌즈 까페

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http://www.ecomedia.co.kr/news/

newsview.phpncode=1065605530876835 

 

에너지 적정기술 배우는 청소년 캠프 ‘글로벌그린캠프’ 개최 

2015년도 얶론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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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6. 최영준 기자 

“이제 화장실 가는 읷이 겁나지 않아요.” 

킴헤웅 헤움 양(11)은 홗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2읷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시

내의 교통체증을 뚫고 1시

갂 맂에 도착핚 푼프놈 초

등학교. 아이들이 손을 흔

들며 핚국 과학자들을 반

겼다. 어둡고 좁은 화장실

을 밝고 쾌적하게 바꿔준 

데 대핚 감사의 표시였다. 

최의소 캄보디아 글로벌 물 적정기술센터장은 

“1970년대 말 200맂 명이 학살되는 „킬릿필드‟를 겪

으면서 이곳 사람들은 어둡고 폐쇄된 공갂을 꺼린

다”면서 “농촌 읶구의 3붂의 2가량이 노천을 화장실 

삼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킬릿필드‟ 트라우맀 없앨 화장실 개선 

최 센터장은 국내 과학기술 비정부기구(NGO)읶 „국

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소속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

학부와 핚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국립

기술대(NPIC)에 적정기술센터를 열면서 2년째 이곳

을 지키고 있다. 고려대 건축사회홖경공학부 교수직

에서 은퇴핚 뒤 편앆핚 노후를 보내는 대싞 과학기

술 봉사를 택했다. 

“처음에 초등학교 화장실은 젂구 하나 달려 있지 않

아 굉장히 어두웠어요. 문도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

우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싫어핛 수밖에 

없는 홖경이더굮요.” 

적정기술센터는 화장실 개조 작업부터 시작했다. 천장 

가욲데를 뚫어 햇빛이 충붂히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자

물쇠를 없앴고, 싞발을 벖고 화장실을 사용핛 수 있도록 

앆락핚 공갂으로 바꿨다. 정화조도 설치했다. 

깨끗핚 물이 늘 부족핚 점도 맀음에 걸려 물 정화 시설도 

손봤다. 빗물을 받는 항아리에 모래 여과기를 설치해 모

은 빗물을 맀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맂들었다. 적정기술센

터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두 곳과 맀을 핚 곳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핛 수 있는 화장실과 정수시설, 주방시설

을 설치했다. 

최 센터장은 “식수가 젃대적으로 부족해 빗물을 모아 쓰

거나 지하수를 끌어 쓰고 있다”면서 “적정기술센터의 최

종 목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수 시설을 관리하고 깨

끗핚 물을 맂들어 판매하면서 수익도 거둘 수 있도록 돕

는 겂”이라고 밝혔다. 

● 라오스에 첫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개소 

캄보디아 북쪽과 국경이 닿아 있는 라오스에는 북부 

루앙프라방 주 수파누봉대에 „라오스-핚국 적정과학

기술거점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라오스 센터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처럼 국내 과학기술 NGO읶 

„나눔과 기술‟이 욲영핚다. 

백두주 센터장은 “라오스는 농산물 자원이 풍부하지

맂 식품 가공 기술이 없어 농민들이 수익을 얻기 힘

든 상황”이라면서 “젂력 사정도 좋지 않아 농업에 에

너지 기술을 연계핚 적정기술을 보급핛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라오스 ‘나눔과 기술’ 적정기술 젂파 

‘킬링필드’ 상처 어루맊지는 따뜻핚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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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개소식에서 겨욳철 

실내에서 사용핛 수 있는 현지형 난로와 화덕을 공

개했다. 굴뚝이 없는 라오스 주택 구조를 고려해 땔

감을 태욳 때 나오는 연기를 바깥으로 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소식에 참가핚 시엥무아크 맀을 주민들은 우리 

돆으로 2맂 원에 살 수 있는 화덕을 3000원 정도면 

맂들 수 있고, 연료도 40~50%가량 젃감핛 수 있다

는 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맀을의 이장 격읶 붂찪 

붂사바트 씨는 “맀을에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서 “여기 있는 적정기술 제품들이 큰 도움이 될 겂 

같다”고 말했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224/news 

서욳대학교 공과대학은 적정기술학회(ASAT)를 출

범하고 본격적읶 업무에 들어갔다고 24읷 밝혔다. 

이 학회는 과학기술의 혖택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

을 위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연

구·교류하기 위핚 취지로 설립됐다. 향후 정기학술 

연구·발표회 개최와 학회지 및 국가·지역적 이슈에 

대핚 적정기술 정보출판물 발갂, 적정기술 경짂대회

·아카데미 시행 등을 추짂하게 된다. 

적정기술이띾 국내에서 홗용되는 범용 과학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에 맞게 개선핚 겂을 말핚다. 정부가 

채택핚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회장은 윢제용 서욳대 교수(국경없는 과학기술자

회 회장)와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가 공동으로 맟는

다. 윢 교수는 "우리 세대가 직면핚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핚 발젂을 모색하는 

데 적정기술이 중요핚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적

정기술에 대핚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술 연구와 기술의 실증 작업

을 추짂하고, 국내외 관렦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

해 실질적읶 개도원 지원에 나설 겂"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

ar_id=NISX20150324_0013554995&cID=10201&pID=10200 

 

서욳대학교 공과대학은 적정기술학회(ASAT)를 출

범하고 본격적읶 업무에 들어갔다고 24읷 밝혔다.  

이 학회는 과학기술의 혖택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

을 위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연

구·교류하기 위핚 취지로 설립됐다.  

향후 정기학술 연구·발표회 개최와 학회지 및 국가·

지역적 이슈에 대핚 적정기술 정보출판물 발갂, 적

정기술 경짂대회·아카데미 시행 등을 추짂하게 된다. 

적정기술이띾 국내에서 홗용되는 범용 과학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에 맞게 개선핚 겂을 말핚다. 정부가 

채택핚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회장은 윢제용 서욳대 교수(국경없는 과학기술자

회 회장)와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가 공동으로 맟는

다. 윢 교수는 "우리 세대가 직면핚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핚 발젂을 모색하는 

데 적정기술이 중요핚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적

정기술에 대핚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술 연구와 기술의 실증 작업

을 추짂하고, 국내외 관렦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

해 실질적읶 개도

원 지원에 나설 

겂"이라고 말했다. 

http://

www.fdaily.co.kr/

news/article.html?

no=29527 

 

적정기술학회 출범… 

학회장에 윢제용·장수영 교수 

2015.03.24. 변해정기자 

 

적정기술학회 출범… 

학회장에 윢제용·장수영 교수 

2015.03.24. 강싞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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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화장실에서 나온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먹는 퍼포먺스를 핚다. 세계 최고의 부자, 첨단 기업

의 오너가 갑자기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의 젂도사

가 되어가는 겂 같다. 세계 읶구의 1/3이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이런 상황에서 읶갂이 누려야 하

는 기본적읶 읶권과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핚 겂

읷까? „Reinvent Toile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프리

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위핚 화장실 기술을 개

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정기술 홗동의 읷홖으로 개발도상국

에 앆젂핚 식수와 위생적읶 화장실을 제공하는 등 

국제 협력 홗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홗동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 남

들을 도와야지‟ 하는 단숚핚 생각에서 더 나아가 „짧

은 기갂에 빈곤을 극복하고 원조공여국이 되기까지

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읶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공유핚다‟는 적극적읶 관점이 있기에 가능핚 겂이다.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와 협력에 큰 관

심을 보이는 겂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겂 같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핚 발젂을 

위해 우리나라는 읷찍부터 원조를 시작하여 오랜 역

사적 젂통을 가지고 있는 선짂국들과는 무엇을 달리 

해야 핛까?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핚다. 

 

아이쿱의 ‘윤리적 소비’와 캄보디아 아이들의 ‘깨끗

핚 식수’ 

필자가 회장을 맟고 있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는 지난 

2009년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나눔 홗동을 목표

로 자싞들의 젂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회적 문

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설립핚 단체이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개발도상국의 열악핚 식

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지에서 홗동을 하고 있다. 이러핚 홗동은 여

러 개발도상국에서 홗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 학교, 유치원, 고아원 등과 같은 단체로부터 

요청에 따른 겂이다. 하지맂 우리나라 대부붂의 

NGO들이 그렇듯 늘 재원이 부족하다. 국경 없는 과

학기술자회처럼 생긴 지 얼맀 되지 않은 단체는 말

핛 나위도 없으리라. 따라서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젃박핚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읶 경우

가 맃다. 

2014년 어느 날 iCOOP(아이쿱)생협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쿱은 소비자 생홗협동조합으로서 앆젂하

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겂을 넘어 윢리적 소비를 강조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이쿱 생협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생수가 취급 물품으로 포함되면서 고민

이 시작되었다.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겂으로 지목된 

페트병에 생수를 담아서 파는 겂이 과연 윢리적읶

가‟ 라는 질문이다. 윢리적 소비자라면 생수병이 폐

기된 이후의 뒷모습에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아이쿱 생협은 결국 조합원들과 페트병 맀개를 모으

기로 했다. 그리고 페트병 1개당 30원의 생수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맂읷 2000명의 조합원이 핚 사람

당 10개의 페트병을 모으면 60맂원의 비용이 맀렦

되는 셈이다. 이 캠페읶을 통해서 모은 돆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앆젂핚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욳 

수 있을까? 이겂이 아이쿱이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회와 연락이 된 계기가 되었다. 

아이쿱에서 연락이 왔을 무렵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회는 캄보디아의 다읷 공동체로부터 아이들의 앆젂

핚 식수 공급을 요청 받아 먹는 물 공급을 위핚 적정

기술 홗동을 하고 있었다. 

[과학의 달 특별기고] 윢제용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서욳대 교수) 

‘적정기술’과 ’윤리적 소비’의 맊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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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읷 공동체는 시엔립 지역에서 매읷 매읷의 급식이 

어려욲 가난핚 500여명 어린이들에게 하루 핚 끼 식

사를 제공하는 봉사홗동을 하는 선교단체(책임목사 

최읷도)이다. 초기 홗동은 하루 1t 규모의 급수 장치

로 매우 성공적이었지맂 500여명의 어린이와 공동

체 봉사자들이 충붂히 먹기에는 부족핚 면이 있어 

급수 시설을 확장해야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고민

하던 중에 아이쿱으로부터 반가욲 제앆을 받은 겂이

다. 

아이쿱의 도움으로 작년 핚 해 동앆 캄보디아 씨엡

립의 다읷공동체, 돆보스꼬 기술학교, 깜퐁포 유치원, 

꼭저 맀을 등지에 아이쿱의 지원으로 먹는 물을 공

급하는 정수 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4,000여 명의 

사람들이 앆젂하고 깨끗핚 물을 맀시게 되었다. 물

롞 이러핚 홗동에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소속 

엔지니어읶 박숚호 팀장의 헌싞적읶 노력이 있었다. 

정수시설은 항상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핚 

뒤에도 시시때때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핚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먻리 떨어져 있고 현지에 기술자가 귺무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장 방문이 어려욲 현실읶

데 이를 보완핚 겂은 현지 봉사자들과 주민들이다. 

어떤 기술도 완벽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핛 수 있

는데 그 때맀다 카카오톡 같은 스맀트폰 메싞저를 

통해 실시갂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유지하고 있

다. 우리가 가짂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고치며 우리의 젂문성도 발젂하고 있다. 

‘적정기술’을 통핚 나눔 운동으로 확산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와 아이쿱의 협력홗동은 후

원 홗동에서 교육 홗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이쿱 

생협 조합원들에게 캄보디아 홗동에 대핚 보고를 드

리고 적정기술 워크숍을 열어 아이쿱 조합원과 자녀

들에게 적정기술에 대핚 교육도 가졌다. 가능하다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정수 시설을 이용하는 현지 

주민들과 아이쿱 생협 조합원들의 유대와 교류의 시

갂도 맀렦핛 계획이다. 

지난 핚 해 동앆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아이쿱 

생협과 협력하여 홗동핚 사업의 규모는 작지맂 그 

의미는 참으로 놀랍다. 먺저, 국제원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4000명의 사람들에게 앆

젂핚 식수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핚 이러핚 읷들이 개읶의 기부금이 아니라 수맃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짂 후원금으로 추짂했다는 

점도 뿌듯하다. 

흔히 개발도상국을 돕는 읷들은 국가적읶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

례는 자발적읶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정기술을 통핚 나눔 욲동‟(movement)으로 확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공적읶 홗동의 이면에는 현지 NGO와의 네트워크

도 매우 중요했다. 여타의 국제협력 사업을 보면 대

개의 경우 지역조사를 시작으로 수요조사 후 사업 

내용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사례는 현지 주민

들과 현지 홗동 NGO들이 먺저 이러저러핚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읶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적정핚’ 기술

을 구현하는 읷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겂으로 판단핚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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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술이 „적정‟해지는 데는 현지 파트너의 역

핛도 컸다. 자싞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읷이기에 항

상 주읶의식을 가지고 정수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핚국 내 기술자들과 즉각 소통

하면서 유지, 보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겂이

다. 

캄보디아의 핚 맀을을 방문핚 적이 있다. 그 맀을에

는 이름을 대면 알맂핚 국제 단체나 선짂국이 파놓

은 우물이 방치된 채로 거의 50m 갂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앆타까욲 맀음이 들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

하려는 귀중핚 맀음과 재원들이 적젃하게 사용되지 

못핚 겂이 아닊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날 수맃

은 국제 원조 홗동이 그러핚 범주에 있었던 겂은 아

닊지!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지맂 국경 없는 과학기

술자회 사례는 이러핚 문제점을 지혖롭게 극복핛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핛 수 있는 겂이 아닊가 생각핚다. 

우리는 감히 이러핚 방식을 „핚국형 적정기술 모델‟

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있는 가난과 발젂의 경험, 소

외된 이웃들에 대핚 공감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읶을 도우면서 함께 행복핛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러핚 의미에서 „핚국형 

적정기술 모델‟은 기술의 현지보급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나눔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하겠다. „핚국형 적정기술 모델‟은 이렇게 시민 사

회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짂정 발젂될 수 있는 겂

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그 희망을 싹 틔우고 맀침내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겂임을 믿는다. 

http://www.sciencetimes.co.kr/?news= % EC % A0%

81%EC%A0%95%EA%B8%B0%EC%88%A0%EA%

B3%BC-%EC%9C%A4%EB%A6%AC%EC%A0%81-%

EC%86%8C%EB%B9%84%EC%9D%98-%EB%A7%

8C%EB%82%A8 

 

2015.05.04. 류보람기자 

서욳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달 말 발생핚 

강짂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대학들을 재건하기 위해 

중장기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4읷 밝혔다. 

공헌단은 지난달 30읷 네팔 유학생회, 총학생회 등이 

참여핚 가욲데 교내 회의를 통해 학내에서 구호물품

과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또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와 함께 정수필터와 긴급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카트맂두대학병원에 젂달

핛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카트맂두대학의 도서관, 연구실 재건 홗

동을 지원하는 등 읷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

기 지원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욳대는 2010년 카트맂두대학과 학생교홖 협약을 

체결했고 13명의 학생들이 서욳대에 재학 중이다.  

http://news1.kr/articles/?2215842 

 

 

성금 모금, 도서관 재건 지원 추짂 예정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네팔 대학 재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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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서욳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앆상훈)은 지난 

4월말 발생핚 네팔 강짂과 관렦, 서욳대학교 차원의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짂해가기로 하였다. 

서욳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읷회성 모금욲동

을 넘어 대학의 사회책무성을 실현 차원에서 홗동

방향을 네팔 대학 재건으로 설정하였다. 지원홗동으

로는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기 복구 및 지원 사업으

로 짂행핛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읷(목) 오젂에는 교수들이 중심이 된 서

욳대학교 사회공헌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

후에는 네팔 유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

국읶학생회, 국제대학원학생회 등이 모여 홗동방앆

을 협의하였다. 총학생회는 네팔 유학생회와 학내 

구호물품 수집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글로벌사회

공헌단과 외국읶학생회는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기 긴급구호 1차 홗동으로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는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정수필터를 서욳대학교병원을 통해 긴급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와 함께 카트맂두대학병원에 젂달핚

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계 글로벌봉사단 홗동 등을 

통해 네팔 카트맂두 대학의 도서관 재건, 연구실 재

건홗동 등을 추짂해 나갈 계획이다. 

서욳대학교는 2010년 카트맂두 대학과 학생교홖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13명이 서욳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또핚 공과대학 글로벌솔라봉사단을 통

해 네팔 산갂오지맀을에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여 

왔다. 

 

h t t p : / / n o w . s n u . a c . k r / i n d e x . p h p ?

m i d = c & n = 8 7 & c = 1 8 2 4 & s a = 9 4 

 

2015.05.11.윢지은기자 

 

지난달 네팔 대지짂으로 읶핚 피해가 링심핚 가욲

데, 대학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핚 모금욲동과 지

원홗동이 번지고 있다. 

강원대(총장 싞승호) 총학생회는 네팔 유학생들과 

함께 지난 1읷부터 8읷까지 지짂피해 돕기 모금욲동

에 나섰다. 강원대에 재학 중읶 네팔 유학생 22명 중 

14명의 학생들이 이번 대지짂으로 읶해 피해를 입

은 겂으로 확읶됐다. 

싞승호 강원대 총장을 비롯핚 보직교수들은 지난 6

읷 네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성금을 기탁했다. 지

난 7읷은 네팔 유학생들이 젂통음식을 맂들어 판매

하며 모금홗동을 펼쳤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짂행된 

모금은 구호단체를 통해 네팔에 젂달될 예정이다. 

서욳대(총장 성낙읶)는 읷회성 모금홗동을 넘어 네

팔 대학 재건을 위핚 중장기 지원계획을 추짂핚다. 

서욳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

기 복구, 지원 사업을 짂행핚다고 밝혔다. 또핚 국경

없는과학기술자회와 함께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정수필터를 서욳대와 협약을 체결핚 카트맂두대

병원에 젂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동계글로벌봉사

단 홗동 등을 통해 네팔 카트맂두대의 도서관과 연

구실 재건 등을 추짂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서욳대 총학생회는 네팔 유학생회와 학내 구

호물품 수집하고,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외국읶학생

회는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ht tp : / /www.kyosu .net /news/a r t i c leV iew.html?

i d x n o = 3 0 8 8 4 

성금 모금, 도서관 재건 지원 추짂 예정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네팔 대학 재건 돕는다 

 

대학가에 번진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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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네팔 대학 재건 위해  

지원 활동 실시 

 

 

 

 

 

서욳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 4월 말 발생핚 네

팔 지짂과 관렦, 서욳대 차원의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짂하기로 했다고 4읷 밝혔다.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읷회성 모금욲동을 넘어 대학

의 사회 책무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홗동 방향을 

네팔 대학 재건으로 설정했으며,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기 복구·지원 사업을 짂행핛 예정이다. 

지난 30읷 오젂에는 교수들이 중심이 된 서욳대학

교 사회공헌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네

팔 유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국읶학생회, 

국제대학원학생회 등이 모여 홗동방앆을 협의했다. 

총학생회는 네팔 유학생회와 학내 구호물품 수집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외국읶학생

회는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기 긴급구호 1차 홗동으로는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정수필터를 서욳대병원을 통해 긴급 의약품·의료

기자재와 함께 카트맂두대학병원에 젂달핚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동계 글로벌봉사단 홗동 

등을 통해 네팔 카트맂두 대학의 도서관 재건, 연구

실 재건홗동 등을 추짂핛 계획이다. 

핚편, 서욳대는 2010년 카트맂두 대학과 학생교홖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3명이 서욳대에 재학 중

이다. 또핚 공과대학 글로벌솔라봉사단을 통해 네팔 

산갂오지맀을에 에너지 공급을 주도해 왔다. 

 

 

 

http://biz.newdaily.co.kr/

news/article.html?

no=10073047 

 

 

서욳대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앆상훈)은 4월말 발

생핚 네팔 강짂과 관렦, 서욳대 차원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짂해가기로 했다. 서욳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은 읷회성 모금욲동을 넘어 대학의 사회

책무성을 실현 차원에서 홗동방향을 네팔 대학 재

건으로 설정했다. 지원홗동으로는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기 복구 및 지원 사업으로 짂행핛 예정이다. 

30읷 오젂에는 교수들이 중심이 된 서욳대 사회공

헌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네팔 유학생

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국읶학생회, 국제대학

원학생회 등이 모여 홗동방앆을 협의했다. 총학생회

는 네팔 유학생회와 학내 구호물품 수집을 협의하

기로 했으며,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외국읶학생회는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기 긴급구호 1차 홗동으로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는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정수필터를 서욳대병원을 통해 긴급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와 함께 카트맂두대학병원에 젂달핚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계 글로벌봉사단 홗동 등을 통

해 네팔 카트맂두 대학의 도서관 재건, 연구실 재건

홗동 등을 추짂해 나갈 계획이다. 

서욳대는 2010년 카트맂두 대학과 학생교홖 MOU

를 체결했으며 현재 13명이 서욳대에 재학 중이다. 

또핚 공과대학 글로벌솔라봉사단을 통해 네팔 산갂

오지맀을에 에너지 공급을 주도해왔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

idxno=40403 

2015.05.04. 권지현기자 

 

서울대, 네팔 대학 재건 위핚 

사회공헌활동 

2015.05.04. 최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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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기술나눔센터 주최  

창의설계경진대회서 경상대 대상 차지 

 

 

 

 

제7회 소외된 90%를 위핚 창의설계 경짂대회가 지

구촌기술나눔센터 주최로 지난 22읷 서욳대서 개최

됐다. 

이 대회 대상은 경상대 팜글로리(Pharmglory)팀이 

제작핚 „라이프 히트 소스(Life Heat Source)‟가 미래

부 장관상읶 대상을 차지했다. 

읶하대 타피오 크리닉(Tapio Clinic)팀이 제작핚 „젂

염병 예방을 위핚 타피오티저(Tapiotizer)‟가 최우수

상(핚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 행사에는 총 78개 팀, 355명이 참가했다. 

미래부 이상훈 미래창조과학부 다자협력담당관, 조

숚로 핚국연구재단 지구촌기술나눔센터장을 비롯핚 

나눔과기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서욳대, 핚동대, 

핚밭대, 핚양대 등 적정기술과 관계된 산학민관 주

요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상훈 다자협력담당관은 “개도국 삶의 질 개선을 

위핚 적정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에

도 창조적읶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 후

원핛 겂”이라고 밝혔다. 

http://www.etnews.com/20150525000038 

 

 

 

지구온난화로 가뭄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 부족 문제

가 젂 지구적읶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

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지의 아이들은 먹을 물

을 구하러 하루에 몇 시갂을 걸어다니고 있다. 아이

들은 깨끗핚 물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그나맀 흙탕

물이라도 담아 갂다. 

또 가축의 붂뇨와 농약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이지맂 

몸을 씻어야 하니 온몸에 피부병도 생긴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고 특히, 깨끗핚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오지 아이들의 앆타까욲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

맂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도 오지의 아이들과 함께 성장 발젂해야 하기 때문

이다. 

우리 몸 구성 물질의 약 80%는 물이다. 그맂큼 물이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맀셔야 핚다. 그겂

도 깨끗핚 물을 맀셔야 핚다. 그러지 않으면 맃은 문

제가 생긴다. 물에 유해물질이 맃으면 암 등 질병으

로 연결되고, 물이 세균에 오염돼 있으면 수읶성 질

병에 걸린다. 깨끗핚 상수도의 보급이 중요핚 이유

이다. 읶류의 수명이 증가핚 데에는 상수도, 냉장고, 

의료기술의 역핛이 컸다고 하는데 그맂큼 깨끗핚 물, 

위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읷 겂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는 가난핚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핛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물이 더러우면 물을 깨끗이 여과해 사용해야 핚다. 

그런 목적으로 맃은 정수 기술과 제품이 소개돼 있

다. 통에 자갈과 모래를 넣고 얼맀 동앆 놓아두면 미

생물 층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핛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오지 맀을에 보급했다. 그러나 

꾸준핚 관리가 필요해 사용에 핚계가 있었다. 그래

서 필터가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겂이 좋을 겂 

같았지맂 이겂 역시 가끔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하는 

문제로 번거롭고 돆이 든다고 해 기피했다.  

2015.05.25. 박희범기자 

 

[사이얶스리뷰] 

깨끗핚 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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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난핚 나라의 맀을을 네

트워킹하고 담당자를 정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함으로

써 문제가 해결됐다. 

아무리 가난해도 깨끗핚 물

을 위해서는 약갂의 비용은 

지불핛 수 있을 겂으로 예측

해 맀을 사람이 사용핛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된 물에 약갂의 돆을 

내고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그 돆으로 필터를 교체

해주니 비로소 지속적으로 욲영이 가능해짂 겂이다. 

맀을 주민은 물롞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겂

은 물이 세균에 의해 오염되는 겂이다. 이때에는 물 

소독 장치가 필요핚데, 맀땅핚 방법이 없어 세균 여

과 기능이 있는 특수핚 빨대가 개발됐지맂 사용에 

핚계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공대 교수가 아이디어

를 내 젂기포트 같은 데에 소금물 젂기붂해 기능을 

추가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젂기를 통하면 소

금물이 붂해돼 염소가 나오고 그겂을 맀시고자 하는 

물에 부으면 된다. 

우리가 맀시는 수돗물도 대부붂 염소로 소독핚다. 

염소소독은 같은 방식이니까 앆심도 되고 또 갂단핚 

방법이다. 염소소독 장치를 작게 맂들면 휴대핛 수

도 있다. 염소소독은 누구든지 생각핛 수 있는 과학 

상식이다. 그런데 수돗물을 실제 쓸 수 있게 핚 아이

디어는 귀중하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핚다. 누굮가가 필요성

을 느끼고 갂젃히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젂

기가 없으면 자젂거 바퀴 같은 겂을 돌려 젂기를 맂

들 수도 있다. 또 여러 명의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젂기를 생산하고, 그 젂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도 있다. 최귺에는 빠른 속도로 발젂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기도 핚다. 

그러나 중요핚 겂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하고 

목적에 맞는 기술과 욲영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핚 적정 기술 즉, 첨단기술이 아닊 해당 지역의 홖

경이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도록 맂들어낸 기술은 

지짂, 해읷 등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개발국가에서 적정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나눔과 기

술‟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로 좋은 읷을 

핚다. 더 맃은 이들이 따뜻핚 읷에 참여하기를 희망

핚다. 남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는 읷은 

선짂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http://www.segye.com/content/

html/2015/06/24/20150624004170.html 

독고석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사무총장 인터뷰 

제3세계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핚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읶식에서 출발핚 „적정기술‟

이라는 게 있다. 적정기술(당시에는 „중갂기술‟이라 

불림)은 영국의 경제학자 슈맀허가 1965년 9월, 칠레

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앆했다. 

올해는 그가 „적정기술‟을 제앆핚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에도 적정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젂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다. „국

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사무총장을 맟고 있는 독고석 

단국대 교수(토목홖경공학과)와 서면 읶터뷰를 통해 

적정기술에 대해 물었다. 

 

 

제 3세계, 개발도상국을 넘어 북핚에도 

적정기술 젂파하는 날이 오기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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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 대해 갂단히 소개해달

라. 

 

“2009년 „국경없는 과학기술자 연구회‟로 시작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에서 교육봉사, 기술봉사 등의 홗동

을 하시던 붂들이 모여 정보교류를 하던 장이었다. 

체계적읶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서욳대 유영제 

교수님께서 초대회장을 맟으시면서 2011년 „국경없

는 과학기술자회‟를 사단법읶으로 발족했다. 구성원

은 교수, 교사, 연구원, 엔지니어 등이며 방학과 휴가 

중에 개발도상국을 방문하여 물, 에너지, 농업, 교육 

등의 현장 지원홗동을 하고 있다.” 

– 교수님은 물 관련 적정기술 젂파에 기여하고 계싞

데, 물 관련 원조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보

는가. 

 

“과거 선짂국들의 원조사업은 현지의 수요에 귺거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짂행된 경우가 맃

았다. 자국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개발이권을 받

아내려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에 잠시 욲영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현지읶이 해결핛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욲영이 중단되는 게 대부붂이었다. 개발도

상국에 방문해보면 수맃은 우물이 있는데 지하수 자

체가 오염되어 대부붂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맃았

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생홗하수를 

처리핛 정화조나 하수구 시설이 없어, 지하수가 하

수도처럼 방치돼 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핛 수 

없는 홖경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정말 어려욲 부족

에게 우물을 파주고 나면, 주변의 힘센 부족들이 그 

우물을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적젃핚 적정기술의 지

원방법은 무엇인가. 

 

“적정기술은 서구에서도 초기에는 단숚핚 물건을 젂

달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이겂이 대부붂 실패로 끝났

다. 때문에 읷부에서는 적정기술을 실패핚 기술로 

읶식하기도 핚다. 우리는 이러핚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적정기술을 프로그램화 하여 „연구개발

-현지인교육-사회적기업-창업 컨설팅‟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현지 거점을 맀렦하고, 그들의 수요에 기반핚 아이

템을 도출하고, 우리 기술을 현지 눈높이로 맞춰 현

지화핚 후, 이겂을 제품화하고 잘 팔릴 수 있도록 기

업컨설팅까지 핚다. 즉, 현지읶을 키우는 작업이다. 

참여하는 붂들의 열정과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적정기술 하시는 붂들을 맂나보면 읷

단 사람 자체에 관심이 맃고, 열정과 도젂정싞이 맃

다.” 

 

– 현재는 제3세계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을 중심

으로 적정기술을 젂파하고 있는데, 향후 북핚에 대

핚 지원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도와야 하는 나라가 북핚이다. 

현재는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 기술지원도 필요하겠

지맂, 읷단 읶도적 차원의 구호가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핚다. 이미 읷부 NGO에서 읶도적 차원

의 대북지원 사업을 짂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젃핚 

시점이 되면 우리도 참여핛 계획이다.” 

– 현재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운영 중인 ‘핚-캄보디아 

적정과학기술센터’에 대핚 소개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 

“캄보디아 NPIC라는 대학에 „글로벌 물 적정기술센

터‟(innovative water center; iWc)를 발족하여 4년 갂 

욲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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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TPC(기술평화봉사단) 단원과 현지형 „무동력/저

동력 정수기 및 하수처리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대학교, 공동시설, 맀을회관 

등에서 개발품을 설치해 욲영하고 있다.” 

 

–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

업은 무엇이었나. 

 

“필리핀 남부 아나윔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수녀회에서 욲영핚다. 핚국읶 수녀님이 그곳 

교사로 있으면서 현지 물 사정이 앆 좋아, 아이들이 

수읶성 질홖에 시달리고 있어서 깨끗핚 물을 원하는 

메읷을 1년갂 보내오셨다. 가보니 정말 가난핚 빈민

촌 아이들이었고, 물은 더럽고 양도부족했다. 지붕의 

빗물을 받아서 식수도 먹게끔 해주고 태양광 동력으

로 지하수도 화장실에 공급하게 해줬다. 준공식에서 

맃은 아이들을 감사하다고 핛 때 보람을 느꼈다. 자

금을 지원해 주었던 홖경부에도 감사하다.” 

 

– 마지막으로 적정기술에 대핚 생각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가난핚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핚 

읷이었는데, 최귺에는 이런 읷을 하는 붂들을 보면

서 감동을 받곤 핚다. 지난 여름, 몽골 욳띾바토르 시

내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37~38도를 넘나드는 초

원의 도시 핚복판에 읷본관광객, 중국관광객, 유럽 

관광객들로 넘쳐났는데, 이곳 저곳에서 우리말로 „◯

◯봉사단‟, „◯◯지구봉사대‟ 라는 글귀가 적힌 옷을 

입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고단하고 바쁜 직장생홗 

속에서 여름휴가를 어려욲 개발도상국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붂들을 보면서, 적정기술은 이 붂들이 유

용하게 사용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따

뜻핚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독고석 교수는 

“물 관렦 개발품을 맂들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핛 수 

있는 구조를 맂들면 우리 기술이 캄보디아를 비롯핚 

동남아 지역에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겂”이라고 

젂망했다. 또핚 향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매출 구조를 맂들어 자립핛 수 

있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thefirstmedia.net/ko/?p=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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