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appropriate human!)

윤덕원, 노태훈, 조아라, 

이민채, 정민영, 김현진



네팔 현황

네팔 분지의 중앙, 해발고도 1,281m 지점에
위치하며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개요: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을 차지하는
내륙국가.

수도: 카트만두 (Katmandu) 

언어: 네팔어

기후: 몬순, 아열대기후...[현재날씨] 

종교: 힌두교 81%, 불교 11%, 이슬람교 4% 

인구:  약 2952만명 (2008) 

1인당 GDP :  562$ (2010년 IMF 기준)



기후적 문제점

우기인 6-9월까지는 몬순기후로 폭우가
자주 내림.

우기에는 년간 강수량의 80% 집중.



네팔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

• 전기부족

• 위생문제

• 에이즈

• 결핵



학생들에게 전기를 주자

• 전기생산을 수력 발전에 거의 의존

• 건기에 발전량 부족으로 전기가 끊어짐.

• 전기만 있다면 아이들이 저녁에 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서 전기 생산하자

• 압전소자를 통하여 전기 생산

발판 발전기

축구공 발전기



교실 입구쪽에
충전 가능한
발판을 설치

충전된 베터리를
기숙자로 이동

충전된 전기로

저녁에 기숙사에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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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

생산자: 초기의 설계도는 복잡하지만, 
기술전수를 통해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고, 
이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소득 창출 가능



투자액의 회수

• 소비자: 전기가 없는 건기 시즌의
학생들의 활동시간을 연장

• 소비자: 전기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구매비용 상쇄
- 양초 6개당 1달러. 70불은 양초 420개에 해당. 건기
시즌 저녁에 공부하기 위해 하루에 양초 3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40일간 사용 가능한 수준. 3개월
정도에는 회수 가능.

• 소비자: 오랜 기간 사용 가능
– (평균수명 LED 10년, 배터리 반영구적)



저렴한 가격

• 원재료비 총 $60 정도

• 압전소자 (700개*$0.05=$35), 
LED($4) 전선($5), 발판용 고무($10), 
배터리(폐자동차/오토바이 등에서 사용)

• 인건비 약 $10

• $70도 현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
일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다
수가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



에너지-효율성

• 하루에 4시간 정도 발판 위 누르기로
충전을 할 경우.
700개x0.1mW/sx4hx60mx60s
=1008W

• 저녁에 3~4시간 충분히 사용가능.



인체공학 및 안전

• 전선, 누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



이동성

• 배터리를 기숙사로 옮길 필요가 있으나, 
배터리가 크게 무거운 수준은 아님

• 약 24kg



설치와 사용의 용이성

• 설치는 매우 간단,

• 전선 수리 등이 필요하나, 고급 기술일
필요하진 않음



강도와 내구성

• 전선에 대한 주의 필요.

• 압전소자는 고무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내구성 뛰어남.

• 일본 지하철 역에서도 사용 예가 있음.



생산능력에 맞춘 디자인

•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도가 있을 시 제작은 어렵지 않음



문화적 수용도

• 문화적 충돌 가능성 없음



환경적 지속가능성

• 배출물 등이 없는 환경친화적 기술.

•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아이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