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Are Energy Maker’ 

적정기술아카데미 4조  
김희조, 나성민, 류태선, 윤명희, 임윤성, 장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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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ing Field 

 
죽음의 뜰 

 

캄보디아 대학살 

전국민의 1/4인  

200~300만 명 학살 
 

‘지식인’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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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Cambodia) 

 개요 :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부에 있는 나라 

 수도 : 프놈펜 (Phnom Penh) 

 언어 : 크메르어 

 기후 : 열대 몬순기후 

 종교 : 소승불교 95% 

 면적 : 18만 1040km² 

 인구 : 약 1424만 명 (2008) 

 1인당 GDP : 814$  

                     (2010년 IM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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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교육현황 

1.    문맹률                                                                               ’09년 UNDP 자료에 의하

면 

                                                                                                180개국 중 49번째로 문

맹률이 높음. 

 

 

        

2.     고등학교 졸업자 3% 

3. 초등학교 9년은 의무교육이지만 부모의 낮은 교육열과 빈곤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수행

하는 학생은 적음. 

4.     취학비율 – 초등학교 90%(이수율 약 53%), 중학교 25%, 고등학교 10% 

         - 교육비 부담과 학교시설 부족, 미성년자 노동동원 등의 문제 

5.    학교와 교사 수 부족으로 오전/오후 2부제로 운영되어 교육의 질도 낮음. 

 

연도 남성 여성 총계 

1998 29 44.6 37.2 

2004 25.6 39.7 32.9 

2007 20 34 27 

2009 21 3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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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생산될 수 있는 에너지 : 
걸어다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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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소자[ Piezoelectric Element , Piezoelectric Transducer , 壓電素

子 ]  

압전 효과(기계적 압력을 인가하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을 인가하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현상)를 지닌 소자.  

 

즉 외력을 가하면 전기 분극이 일어나서 전위차가 생기고, 반대로 전압을 가하
면 변형이나 변형력이 생기는 성질을 가진 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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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 활용 사례 
•   유럽의 한 클럽은 압전소자를 무대바닥에 설치, 춤을 추는 사람들이 밟는 

스텝에서 전기에너지를 얻어 조명을 밝히고 있다.  

 

•  도쿄 지하철역사에선 개찰구 바닥에  

    설치한 압전소자를 통해 사람들이  

    지나갈 때 힘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개찰구나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고 있다.  

 

 

•   필립스는 사람이 리모컨버튼을 누르는 힘만으로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되는 리모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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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힘 =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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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o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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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s 신발의 문제점 

• 탐스 슈즈는 신발을 받는 나라의 신발 산업을 교란시킨다. 

• 탐스 슈즈는 신데렐라가 신는 유리 구두다. 

•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탐스 슈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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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원자재 :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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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 신발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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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 신발의 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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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 신발의 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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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된 소형 축전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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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Fiel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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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Fiel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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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마케팅 1  
 

 
 

Cambodia movie star 

+ K-pop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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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마케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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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현지 공장                                                    현지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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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6349 

• http://arcia21.blog.me/140148565222 

• http://blog.naver.com/gp3project?Redirect=Log&logNo=10120777163 

• weo2010_poverty 

• http://www.tomssho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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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