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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소개
• 스리랑카

- 농업이 국가 전체 고용의 30%를 차
지
(CIA WORLD FACTBOOK)

- 2009년 LTTE 와의 내전 종식 후 빠르
게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

- 쌀, 천연고무, 코코넛, 홍차 등을 주로
생산
(FAO)

- 지니계수 45로서 31인 대한민국보다 소득불평등현
상이 강함
(CIA WORLD FACTBOOK)

- 최근 자체생산 중저가형 가죽신발 생산 장려를 위해
전시회 개최 및 교육기관 건설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2012)



대상국의 문제 및 원인

• 생산량 대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홍차산업에 많
은 인원이 투여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신발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대상국의 문제 및 원인

• 스리랑카에서 하루에 약 1.5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연명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9%.(2010년 기준)



대상국의 문제 및 원인

• 스리랑카에서 값싸게 팔리고 있는 신발의 가격은 1.5불
에서 3불 선. 이 가격 미만으로 신발이 제작된다면 신발
을 신지 못하는 소득계층도 신발을 구매할 수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COCO SHOES

• 쌀과 코코넛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이
니만큼 많은 볏짚과 코코넛 껍질이 있으므
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신발을 제작

43%

22%

FAOSTAT 스리랑카 농산물 생산비중

1 Rice, paddy

2 Coconuts

3 Sugar cane

4 Plantains

5 Cassava

6 Tea

7 Cow milk, whole, fresh

8 Maize

9 Natural rubber

10 Onions, dry



COCO SHOES의 참조자료



COCO SHOES 스케치 및 시안



COCO SHOES 스케치 및 시안



COCO SHOES 스케치 및 시안



기대효과

• 신발 미착용으로 인해 노출되었던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아프리카의 경우 신발
착용으로 인해 사망률을 25%줄일 수 있음)

• 제작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현지인이 제작법
을 배운 뒤 직접 신발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
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짚신의 고유의 특징(가벼우면서도 발 보호가
가능한)에 대한 별도의 수요 예측



기대효과

• 스리랑카 이외의 빈곤층 대상으로도 해당 아이
템을 적용할 때 기대되는 수혜층이 있음



수익성
• 짚신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단가가 저렴해야 한다는
아이템 특성상 유지비 대비 짧은 기간동안 손익분기를 넘기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생산형
태가 적합

• 비용내역(참조용)
원재료
- 짚단 170USD/1ton
- 코코넛 파티클 120USD/1ton
인건비
- 현재 최저임금 55USD per Month
부가세
- 12% ~ 20%(사치품목), 면세품목 별도지정
생산시설(부동산)
- 3 Bedrooms, 580USD per Month
- 1평당 토지가 645USD



보완사항

• Social Funding

• 정확한 비용 예측을 위한 COCO SHOES 1족
당 필요한 코코넛 파티클 및 짚의 양 계산

•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위험
성 특정

• 코코넛 파티클을 발판 모양으로 형성할 때 필
요한 접착제의 내수성 문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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