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정하균 이준명 장한결 
김민선 김한솔 심혜란 우인화  4조 

연필과 종이로  

네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지역선정 및 지역문제점 
 
      브레인스토밍 
 
      종이와 연필에 대한 적정기술 소개  
 
      제품 보급을 위한 비즈니스 방법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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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정 및 지역 문제점 



    Nepal 

대상국가소개 

네팔  
 
인구 2996만 명 
 
1인당 GNI 490불 
 
지역불균형과 계급사회의 모순  
 
오랜 내전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교육 낙후 국가  
 
네팔 청년층의 문맹률은 남자 15% 여자 27% 
  
 



대상국가가 가진 문제점들    

열악한 교육환경 

통학길이  
멀고 위험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 



Tara, Nepal 

우리가 주목한 문제 및 적정기술을 보급할 지역 

Tara 마을, 네팔  
 
네팔 바그룽 내에서도 가장 외지고 소외된 마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  
 
지역 주민들의 뛰어난 결속력과 자급자족력   
 



브레인 스토밍 



01. 연필심 제조 공정 



01. 연필심 제조 공정 



02. 연필 몸통 제조 공정 A 



02. 연필 몸통 제조 공정 B 



02. 연필 몸통 제조 공정 C 



02. 연필 몸통 제조 공정 D 



03. 양지 만드는 법 



03. 한지 만드는 법 



적정기술 : 연필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사탕수수 획득의 용이성 
그림 그리기 가능  

 연필심 주재료: 사탕수수  01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숯 만들기 02 

적정기술재단이 차드 지역에서  
숯을 만들었던 방식으로 숯을 제조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숯과 흙을 일정 비율로 섞기 A 03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흙과 숯가루는 섞는 비율에 따라 H, HB, B로 나뉜다 

숯과 흙을 일정 비율로 섞기 B  03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흙과 숯을 섞은 반죽을 주사기에 넣어 일정한  
두께를 가진 원기둥 연필심으로 뽑아낸다 

연필심 굽기 A  04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연필심 굽기 B  04 



네팔 어린이를 위한 연필 만들기  

완성된 연필심 주위를  
왼쪽 그림과 같이 긴 종이로 둘러준다 

연필 완성 05 



적정기술 : 종이 



네팔 어린이를 위한 종이 만들기  

종이 주재료: 사탕수수 또는 볏짚 01 



네팔 어린이를 위한 종이 만들기  

주재료를 잘게 자르기 02  재료 삶기 03 



네팔 어린이를 위한 종이 만들기  

채에 거르기 04 



네팔 어린이를 위한 종이 만들기  

건조하기 05 

  
숯이 제조되는 동안 발생되는  
덮개 위의 열로 채에 거른 주재료를 건조한다 



네팔 어린이를 위한 종이 만들기  

종이 완성 06 

건조된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면 종이가 완성된다 



제품보급 



비즈니스 방법과 기대효과 

 단계적으로 제품의 질 향상 
 자체 발전 시스템 정착 

• 교육 환경 개선 
• 탈빈곤 기회 제공 

• 지역경제 발전 
• 생활수준 향상 
•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투자 

사업범위 확장 저가상품 생산 



비즈니스 방법과 기대효과 

• 지역경제 발전 
 
• 생활수준 향상 
 
• 일자리 창출   

사업범위 확장 



비즈니스 방법과 기대효과 

• 교육 환경 개선 
• 탈빈곤 기회 제공 

저가상품 생산 



비즈니스 방법과 기대효과 

 단계적으로 제품의 질 향상 
 자체 발전 시스템 정착 

기술개발투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