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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Design Thinking



인터뷰 대상
같은 학교친구들,학교선생님,같은 팀 동료,과외선

생님 등등.
인터뷰내용:
Q: 기존의 가스버너의 불편한 점은?

A:야외에서 사용시 제약이 많음.(바람,가스의 잔량
등등)



관점서술문

• 4조 <태양광 전기레인지>

:관점서술문 기존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부피가 크고
다른 제약이 많고 재사용이 어렵다.

• 전기레인지는 상용화가 되어있는 제품이므로 다른아이
디어와 융합하자

• 주제: 누구든지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간편한 친환경적인 전기레인지.



user의 특징

가스를 이용한 제품을 더 많이 사용 중 이다.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전기레인지를 개발 할

수 는 없을까.



사용한 재료

전기레인지,태양광 집열판, 베터리



아이디어 내는 과정

전기레인지를 보았고 어디서든 빛 에너지가 있는 곳 에서

는 사용이 가능한 전기레인지를 구상하면 적정기술 프로

젝트에 맞는 제품이라 생각이 되어서 구상하게 되었다.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전기레인지를 보며 다양한 기능 (온

도조절기능,시간설정기능 등등) 전기레인지에 태양광 집열

판을 결합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전기레인지와 태양광 집열판을 결합 하게 되 면 어

디서나 빛 에너지가 있는 곳 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전기레인지 안에 베터리를

내장해 빛 에너지를 받지 않는 밤에도 낮에 충전을

했던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예상완성모습

+



사업 구상

1.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전기레인지와 태양광 집

열판을 결합한 제품을 구매할 시 수익이 나오게 되

는게 그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개발도상국에 거주하

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공급 하

게 된다.

2.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1+1의 방법으로 소비자

에게 하나의 제품을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

들에게 전해질수있도록 하는 구매방법이다.



Feedback

태양광 에너지 로만 사용을 할 수가이었을까? 
라는 질문을가지고 사실 지금 나와있는 기술
로만은 아직은 부족한 단계이고 아직 해결해

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기대효과

이 제품이 맘에 들어 구매를 하지만 구매를

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도

와줄수 있는 구매프로그램에 따라 더불어 살

아가는 사회에 알맞는제품 이다.



해결해야 할점.

현재도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태양광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

지 않아 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을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보안되고 발전이 된다면 그때에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언 또는 느낀점

적정기술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과 시간을 맞추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서로의 아이디어에 조언을 하

며 진행을 했기에 혼자였으면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

았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인만큼 모인 시간도 다른 프로

젝트에 비해 많았고 조원과 협력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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