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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적정기술

이 종 철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자문관 

최근 적정기술에 대한 국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확

산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하는 대학, 기업 및 NGO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단

체들의 헌신적인 활약과 정부 및 관련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적정기

술을 주도하는 과학 기술자들은 최대한 해당지역의 재료 및 물자를 이용하여 현지인들이 

직접 제조,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나 기술을 지원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

로 젊은 세대들에게 적정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지 체험활동을 통하여 현지인들

과 함께 개발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한편, 나아가 지속 가

능한 소규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가 개발한 적정기술

이 개발도상국에 많이 보급되어 활용케 하는 한편, 그들의 전통기술과 융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1. 서론

필자는 WFK-NIPA advisor’s program을 통하여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문관

으로 2012년 11월부터 2년간 인도네시아  서 수마트라(West Sumatra) 주도 Padang에 

위치한 『빠당시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센터: Baristand Industri-Padang』에 파견되어 산

업 및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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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WFK-NIPA 자문단은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

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민간 또는 공공

기관 출신의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다. 주요 파견분야는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지역개발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발전 개

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NIPA 자문단원들의 파견활동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1) 

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자문단원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파견된 바 있으며 이 글에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및 환경기술 자문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인도네시아의 적정기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빠당 연구센터(Balai Riset dan 

Standardisasi Industri Padang: Baristand Industri-Padang)는 약 50여 명의 정규 및 

비정규직 직원이 서 수마트라 주를 포함하여 인근 3개 주의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술 연

구개발, 기술지원 및 상담과 기술 표준화를 주 임무로 하며 화학, 생물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1).

이 연구센터의 주요 활동이 반드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이 (대도시에 위치하는 중, 대규모의 특화 연구소를 제외한) 지

역 연구소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특정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에 역점을 둔다. 빠당 연구소는 산업부 산하 10개 지역센터 중 하나로 일부 기술개발 과

제는 전통기술의 응용과 적정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1)　 2016년 찬란한 나의 두 번째 인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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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당 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주요 임무 및 연구, 개발분야는 아래와 같다.2) 

◇ 주요임무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 표준화 

 - 인증서 발급 (Certification) 

 - 기술상담 

2)　 http://baristandpadang.kemenperin.go.id

중견 연구원들과 함께

그림 1. Baristand Industri Padang 

연구/실험실(좌) 및 신축건물 준공식을 즈음하여 지역대학의 인턴 학생들과 함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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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분야  

 - 식품

 - 토착 식물인 감비르(Gambir)나무에서 감비르 추출 및 응용 

 - 환경 ; 폐수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대기, 폐수 등 환경 저해물질 분석

◇ 기타 활동

 •실험실 운영  •기술지원  •기술상담  •산업현장 관리 및 감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원의 기술능력 개발 및 함양  •천연물질 개발 

센터의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그림 2와 같이 주로 이 지역의 동, 식물재료를 이용한 

식품개발과 인근 지역에서 자생하는 잎, 줄기 식물인 감비르 나무에서 감비르를 추출하

여 각종 산업분야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대기 개

선, 산업폐수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식음료, 고무, 시멘트, 제지 및 

팜오일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시료의 주기적 분석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에 이바지하고 있다. 

식품개발 연구원들은 소고기를 이용하여 빠당 고유의 특화 식품인 Rendang을 개발하

였고, 이 지역 뿌리식물인 Bengkuang으로 간식용 과자류(chips) 제조방법을 지원하였

으며 말린 생강으로 생강차를 개발하고 있었다. Bengkuang은 무와 비슷한 식감이 있어 

무김치에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김치와 인삼은 이들에게

도 잘 알려져 있었으며, 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홍삼 및 전통김치와 흑마늘 제조 관련

그림 2. Baristand Industri Padang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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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이 지역에서 지진, 쓰나미 및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한 비상식량 키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감비르 추출방식은 적정기술의 다양한 측면과 정의3)에 

비추어 볼 때 적정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현지의 자원과 재래식 방식으로 외부 도움 

없이 현지 주민이 스스로 제조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하여 

감비르를 생산함으로써 일정 주기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빠당 외곽의 낮은 산

지에서 자생하는 감비르 나무의 잎과 줄기를 잘라 수증기로 추출하여 판매하는 일은 주

민들의 주 수입원이며 빠당 연구센터는 이들이 생산한 감비르(반제품)의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4)

감비르는 약 60%의 카테친(Catechin)과 나머지 탄닌(Tannin)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

비르 나무 잎과 줄기의 추출물로서 최근 추출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에틸아세테이

트 및 메탄올)을 이용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5) 주성분인 카테친은 항산화제(anti 

oxidant)로서 녹차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의 전통적 감비르 추출방법은 

감비르 나무가 자생하는 산에 작은 오두막 식 추출공장을 지어 현지에서 원료(감비르 잎

3)　한재윤,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인간의 확장’으로서의 적정기술”, 적정기술, 11, 77-84, 2019. 

4)　http://ejournal.kemenperin.go.id

Journal Litbang Industri, Baristand and Industri Padang

5)　 M. Jain Kassim et. al., “Determination of total phenol, condensed tannin and flavonoid contents and oxidant activity of Uncaria 

gambir extracts, Majelah Farmasi Indonesia, 22(1), 2011.

그림 3. Baristand Industri Padang의 주요개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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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줄기)를 수급하고 2∼3명이 노동 집약적으로 나무 용기에 감비르 잎을 줄기(원료)로 

묶어 가득 채우고 나무 땔감으로 물을 끓여 수증기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빠당 연구센터는 이렇게 생산된 감비르를 다양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 기술

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매년 실시되는 산업부 산하 10여개 특화 연구

소 및 10개 지방 연구소 평가 시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감비르의 용도는 다양하나 

센터는 그림 3과 같이 식품 첨가제, 선거용 특수잉크, 염료, 가죽산업 분야에 이용하는 한

편, 식품 및 의약용의 고순도 카테친 분리에 노력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적정기술 

2013년 9월, 빠당에서는 전국 규모의 적정기술(Teknologi Tepat Guna Nasional) 전

시회가 개최되어 필자는 인도네시아의 적정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그림 4).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지자체 및 산업기술 연구기관 등에서 그들의 기술과 개발품을 소개하고 해당 지역을 홍

보하는 등 적정기술 뿐만 아니라 풍물, 관광홍보 및 전통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잔치 분위

기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4박 5일간 개최되었는데 대규모 참가인원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호텔 및 숙소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본인이 근무한 연구센터도 홍보관을 설치

하여 연구, 개발 활동 및 개발품을 소개하였으며 이중 향토식품 및 감비르 이용기술을 적

극 홍보하고 전시하였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각 주의 주도에서 매년 돌아가며 개최되

므로 30여년 후에나 다시 이곳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전시회 이름이 “적정기술 전시회”란 것에 먼저 놀랐고 이렇게 성대하게 대규모

로 개최되는 것에 놀랐다. 첨단제품이나 기술은 전시되지 않았으나 많은 중소 및 향토기

업이 참가하였고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농, 축산, 식품 가공 등의 종합 산업전시회를 방

불케 했다. 전시된 대부분의 장비는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모

르나 이들에겐 심혈을 기울여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활에서 배어나온 필수 기술이었을 것

이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끄는 품목은 폐품을 이용한 bio fuel 제조장비였다. 찌그러진 

철제 드럼을 이용하여 반응기를 만들고 폐품의 캔을 펴고 감아 도관을 만들어 복잡한 반

응 및 증류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 특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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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회를 통하여 정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재료와 부품 그리고 첨단기

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느꼈다. 찌그러진 깡통 등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폐품을 활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폐품이라도 소중하게 고쳐 쓰고 또 쓰고 정

말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때까지 재이용,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법칙을 이들은 몸소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출품된 품목 중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통나무 자르는 기계나 두리안6) 껍질 제거

장치 등은 현지인보다는 오히려 외부인들이 환영할 만한 장치였다. 전시품목 중 일부를 

그림 5에 예시하였다.

자원이 부족하나 폐기물이 넘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접목한 적정기술

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면 좋겠다.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지구환경을 보존하

기 위해서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 및 에너지 보존에

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개도국에서도 일회용 물컵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발생이 심각하다. 거리와 수로, 

호수 및 해안은 각종 폐플라스틱 용기로 넘쳐난다. 빠당은 본인이 도착하기   수 년 전에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당시 아름다웠다던 도시가 쓰레기로 넘쳐나고 무너진 대

학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거리 곳곳과 집 앞마당에서는 수시로 쓰레기를 태워 

연기와 재가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며, 도심에 산재한 고무공장의 악취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굴뚝 가스 및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가옥 구조가 더위로 인하여 개방된 구조라 주민 모두가 대기 공해에 밤낮으로 

노출되었다. 할 수 없이 본인은 거주하던 집의 방 한칸 상단의 스크린 창틀을 모두 비닐로 

덮고 작은 싱글침대에 모기장을 치고 자야만 안심이 되었다. 

6)　과일 표면에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달려있어 껍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대형 열대과일

그림 4. 제15회 인도네시아 적정기술 전시회(2013. 9, 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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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지 인근의 어떤 가옥에서는 폐플라스틱 물컵을 수집하여 도랑에서 세척한 후 

판매하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중간 수집상이 가내공장에서 물컵을 잘게 잘라 

플라스틱 편을 제조하는 과정을 관찰한 바 있다. 높이 2층 규모의 이 공장은 물컵을 잘게 

그림 5. 적정기술전시회 전시품목(예시)

천연물질 추출방법 
및 장치

끈을 이용한 펌프장치 뿌리식물 절단기(Cutter)

각종 Bio Reactor (바이오 반응기)

뿌리 식품 가공장치 실내 식물재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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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하는 커터(cutter)용 모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로 지어졌고 물로 세척한 플라스틱 

조각은 자연건조 후 자루에 담아 재활용 공장으로 보냈다. 

필자는 센터 주변에 널려진 쓰레기 수집 운동을 적어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하자고 건의 

한 바 있으며 연구소 바로 앞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전파되기를 소망해 보았다. 폐기물 수

집, 회수 및 재활용 운동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집된 폐기물을 적극 구매 해주

는 중간 수집상과 재활용 처리업체의 지원 및 발굴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다음은 환경자문 활동 중 다양한 지역의 가내 및 중소 규모의 공장시설을 방문하면서 

체험한 대표적인 적정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3. 적정기술 사례 예시

3.1 Uncaria gambir로부터 Gambir 추출

1) Uncaria gambir의 특성 및 용도

Gambir(감비르)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산물 및 수출품목 중 

하나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대부분 서 수마트라에서 자생하는 감비르 

나무의 추출물인 감비르는 몇 가지 화학성분을 함유하며 이중 한 가지 유용한 성분은 카

테친(Catechin)으로서 polyphenol group의 flavonoid 복합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수

년간 감비르에 대한 연구는 카테친의 항산화효과로 인하여 주로 약리성분 개발과 효능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감비르의 다양한 용도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Uncaria gambir, 또는 감비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Uncaria 속의 종으로서 주

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된다. 감비르는 저지대 습한 열대 식물로서 최대 

200m 높이의 산에서 발견되며 연간 기온 25~32℃, 년 평균 강우량 2,200~2,400mm 

지역에서 잘 자란다.7) 인도네시아에서는 서 수마트라주의 북동쪽 일부지역 및 빠야쿰부 

(payakumbuh)에서 많이 채취된다.  

7)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ebsite(Online)

http://en.wikipedia.org/wiki/uncaria.gam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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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감비르의 잎과 나뭇가지 수액은 시럽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말린 식물재

료는 방향제로 사용되었다. 신선한 잎은 설사와 이질 치료에 사용하였고 인후염 및 염증 

잇몸의 양치질에 사용하였으며, 화상의 경우 반죽을 만들어 환부에 적용하였다. 좌골 신

경통과 요통의 통증 완화제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항박테리아 특성으로 인하여 박테리

아 생장억제 및 cinnamon 나무의 살충효과와 산성용액 존재하에 연강(mild steel)의 부

식 방지제로 효능을 보인다고 알려졌다.8)9) 

감비르에는 또한 갈색 탄닌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약, 설사약, 구강 청결제로 사

용한다. 실례로 정로환, 은단 등에 함유되어 있다.

감비르의 최대 수율은 잎 무게의 6.5%이다. 단독으로 사용될 때, 감비르에는 탄닌이 포

함되어 가죽의 무두질에 사용하기도 하며 어망 보존에도 적합하다. 탄닌은 항균성 및 항

진균 활성뿐만 아니라 살충 특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띡(batik) 염색에도 

사용되며 디아조늄 염이 첨가되면 갈색을 나타낸다. 

위와 같이 감비르는 전통적으로 생약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감비르에 함유된 다양한 

유효성분(Polyphenol, catechin을 포함한 항산화제, tannin 등)으로 인하여 용도가 다

양(그림 6)하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8)　Namdika et. al.,“Bioactivities of Catechin”, Bio Resources 14(3), 5646-5656. 

9)　 H. Jain Kassim et al., “Corrosion inhibition of mild steel in acidic solution by ethanol extract of Uncaria Gambir”, J. Corr. Sci & 

Eng., 13, preprint 20.

Gambir의 
산업적 용도 

식 품
첨가제 화장품잉크제조

의약품 염료 가죽산업

기타
(세정제, 부식방지제, 

향균제 등)

그림 6. 감비르의 다양한 산업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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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식물에서 추출된 감비르의 주성분인 카테친(Catechin, C15H14O6)은 flavonoid

를 함유하며 그림 7과 같이 두 개의 페놀기를 포함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이 있다. 현지에

서 생산되는 담황색 감비르를 정제 또는 가공하여 50~95%의 백색 카테친 또는 갈색 분

말을 얻는다.

현지에서 추출된 감비르 블록은 그림 8과 같이 정제 후 분말로 만들거나 순도를 높여 

용도에 따라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카테친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ㅇ 화장품

 ;  피부 및 노화방지제, 치약, 구강 청정제, 여드름 방지제, 해독제,  화장수, 비듬방지 

샴푸, 분  

ㅇ 약  

 ;  치질 캡슐제, 구충제, 화상 방지제, 항-바이러스, 부패 방지제, 항 미생물제,         

설사 방지제, B형 간염제  

ㅇ 식품   

 ;  건강음료, 테블릿제, 식품 보존제, 식용염료, 캔디, 프로테인 검출, 맥주 정화 

2) 전통적 Gambir 제조공장 

필자는 감비르 제조공장 견학과 연구 시료를 구매하기 위해 빠당 도시 근교의 산간지역

을 지나던 중 산 중턱 여러 곳에 오두막집들이 보여 그곳이 별장이라고 착각하였으나 바

로 감비르 제조공장이었다.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민 안내로 좁은 길을 따라 산 언덕에 올

그림 7. 감비르의 주성분인 catechi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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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보니 그곳은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열악한 곳으로 2~3명의 작업자가 

감비르 생산을 생업으로 하는 소규모는 일터였다. 

감비르 추출방법은 완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동력(전기)이나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

지 않는다. 아궁이 식 화덕에서 마른 장작에 불을 지펴 발생하는 수증기로 현지에서 채취

한 원료(감비르 잎 및 줄기)를 수증기가 통과하는 나무용기에 넣고 쪄서 이 과정에서 추출

되어 흘러내리는 감비르 반죽을 작은 직경의 플라스틱 관으로 찍어 성형한 후 화덕 위에 

거치된 나무 건조대에 올려놓거나 야외에서 건조한 후 자루에 담아 판매한다. 

추출과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짙은 갈색 폐수는 염색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출 잔재

물인 압축된 잎과 줄기 등 찌꺼기는 자연으로 환원된다. 사용자(고객)들은 이 반제품을 구

매하여 입자로 만들거나 정제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감비르 추출방법은 현지 자원과 자재를 사용하고, 현

지인들의 능력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으로 가내공장을 가동하고 수요에 따라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 시설 운전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재(목

재나 대나무 광주리, 바구니 등)도 모두 현지에서 자체 조달하므로 이 지역의 전통적 감비

르 생산방식은 완전한 적정기술 범주에 부합된다. 

상세한 감비르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3) Gambir 추출 및 제조공정 (그림 9)

Padang 교외에서 생산하는 전통적인 감비르 생산공정은 ①감비르 잎 채취, ②대나무 

통에 담아 작업장으로 이송 ③화덕 가마솥에서 수증기 발생 ④압착 ⑤추출물(감비르 반

그림 8. 판매용 gambir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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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bir 나무(원료) 감비르 줄기를 대나무 통의 
등짐으로 수송

추출작업 준비
(감비르를 나무통에 주입)

가마솥의 물을 끓여 
수증기 발생

추출된 감비르 반죽 탈취 작은 플라스틱 관을 이용하여 
일정크기로 성형

공장 내부 열기로 건조 건조상태의 최종 감비르 

그림 9. 추출공정 및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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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수집 ⑥수분 제거 ⑦성형 ⑧건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방법은 참고문헌10)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나 제조공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통적인 감비르 추출 작업장은 원료인 감비르가 잘 자라는 지역(산 언덕)에 있어 원

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작업자는 6∼8개월마다 자란 감비르 잎과 줄기를 칼로 잘라 

줄기로 엮어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 등짐으로 운반한다.

-  큰 가마솥에 약 20L의 물을 넣은 후 아궁이에 장작으로 불을 지펴 수증기로 나무통

에 넣은 감비르 잎을 쪄낸다. 스팀 공정은 가마솥의 물이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지속

한다.

-  스팀 공정을 마친 후 번들 상태의 감비르 잎과 가지 더미를 나무사이에 넣고 압착한 

후 약 15분간 스팀을 더 불어넣어 수율을 높인다.

-  압착하면 추출물이 나무 틈 사이로 흘러 추출통 아래에 반죽 상태로 모인다. 추출물 

반죽의 수분을 밤새 약 12시간 동안 제거한다. 

-  감비르 반죽은 직경 3cm x 높이 5cm 정도의 원통형 플라스틱을 손으로 눌러 담아 성

형한다. 성형물은 햇볕에 4일간 자연 건조하거나 아궁이 위에 설치된 나무 건조대에 

올려놓는다. 수분이 15% 이상이면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므로 8% 이하로 건조한다.

-  최종 건조된 감비르 덩어리는 자루에 담아 판매한다.

필자는 여기저기 산 위에 지어진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하는 대신 중앙 집중식으로 더 

큰 작업장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하였더니 중규모 공장이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

고 특히 작업자들은 즉시 현금거래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

규모 단위의 작업장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 후, 빠야꿈부 마을에 있는 더 큰 규모의 감비르 제조시설을 방문하였으나 수요가 없

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었다. 이곳은 평지에 지어진 시설로서 규모는 크나 추출방식은 

동일하였다. 수요에 따라 운영되며 여기서 생산된 감비르는 싱가포르에 수출되어 식음료 

및 식용 색소로 사용된다.

10)　 H. Jain Kassim et al., “Corrosion inhibition of mild steel in acidic solution by ethanol extract of Uncaria Gambir”, J. Corr. Sci & 

Eng., 13, preprin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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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속가능한 공장운영을 위해서는 시장 창출 및 용도개발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되었다.

4. 결론 

본고에서 사례로 분석한 전통적 감비르 추출방법은 운영유지 및 보수가 쉽고, 추출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원료인 감비르가 자생하는 지역

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세테이트나 메탄

올 등을 이용하여 주요 유효성분의 추출효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증기를 이용하는 전

통적 추출방법도 효과적이다.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카테친의 경우 사용용매에 따른 추

출효율은 실험결과 에틸아세테이트 87.3%, 메탄올 59.4%, 뜨거운 물 55.3% 이었다.11)

개도국들은 지역 특정 작물이나 나무 및 열매 등에서 유용한 물질을 찾아 식품 및 의약

용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도 천연식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특용 식물을 이용한 생, 의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개도국들의 식

물자원과 토착기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현지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그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역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11)　 Tuty Anggraini, Neswati and Alfi Asben, Mangampo: A Traditional Method from West Sumatra to Extract Gambir from Uncaria 

gambir, Pak. J. Nutr., 18(2), 146-152, 2019. 

그림 10. Payakumbu 지역의 감비르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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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정기술은 개도국의 특성상 식품, 농수산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에 많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도 환경적정기술의 개념과 추진방향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9개 아시아 개도국의 적정기술 수요조사와 환경적정기술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12)

필자는 적정기술이 향후, 토착식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질개발과 환경 및 에너지 산

업분야에서 특히,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수 있

도록 단순기술에서 복합기술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적정기술의 가치는 현지에서 저 비용으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삶의 편

의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는 한편, 그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어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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