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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이영미, 신영준, 송공호, 고선아, 한재윤, 김동욱



WHY? FOCUS ON DISASTERS 

일본 대지진



WHY? FOCUS ON DISASTERS 

“일단 아이티 정부는 포르토프랭스의 이재
민 중 40만명에게 새로 텐트를 지급해 포르
토프랭스 외곽으로 이주시키고 10만명은 북
동부 크르와데부케 지역의 10개 텐트촌으로
이주시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도의 인구
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아이티



WHERE? 방글라데시
- 정기적으로재해가발생하며

- 경제적으로어려운곳

< 방글라데시의피해 상황>



 인구: 1억 5천만명

 1인당 GDP: $638

 기후: 아열대 몬순기후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홍수 발생

 연간 6천명이 홍수 피해로 사망

 영향을 받는 인원 1000만명

 연간 홍수 피해액: $ 550 mil 



WHERE? 방글라데시



WHEN- EMERGENCY PHASE : 2개월 정도

Recovery PhaseEmergency Phase 

복구시기 긴급재해기간 긴급재해기간의과도기 재건기간

대응 방향 Rapid Rebuilding Transitional Housing Reconstruction

구호 주택 분류
및 성격

피난처
임시구호 주택

과도기 구호주택 (반)영구 주택
(Semi) Permanent

신속성, 대량성 중요, 

막 구조 형태의
천막 구조물 적합

내구성 중요, 냉난방의
해결, 생활방식이 적용된
세대별 독자적 주방

개별 소유 및 기존의 주거환
경을 만족시키는
주택으로 건립

대표 사례

재해



WHAT? 

 재해시의 가장 큰 문제점
물리적: 추위, 물, 거주처 부족, 질병 창궐

정서적: 충격과 공황, 공포

 기존 구호 Tent의 문제점
무게: 42 KG (UNHCR 보급 형 기준)

추위: 이불은 따로 지원 안돼서 그닥… (X)
(eg, 일본의 감기 환자 급증)

질병: 방수기능 (O), 하지만 모기장 (X)
(eg. 이재민들의 사망 원인 50% 는 말라리아)

충분히 빠른 보급



WHAT? 물리적 측면

 세부적인:추위, 물, 거주처 부족, 질병 창궐

거주처 부족텐트

질병 창궐퍼머넷(말라리아), 화장실(콜레라)

물 부족 Dew Collector

추위알루미늄 호일 “보온 측면”

기타: 무게 고려, Distibution Lag Time 

목표: $100 맞춰서
(4인 가족에게 Affordable한 수준)



WHAT? 정서적 측면: “커뮤니티형 DEW TENT” 

 커뮤니티형 텐트: 9가구 (36명) 당 Gather하여 생활

 장점:

 중간의 광장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모임 가능

 보온 효과 증대

 중간에서 함께 취사 가능

 위생적 화장실 공동 사용 가능



WHAT? TENT 구성품

텐트:

방수재질

 Pole 최소화, 실 활용하여 무게를 최소화

단가조사: $15



WHAT? DEW COLLECTOR 



WHAT? DEW COLLECTOR 직접 제조 가능성
 전제조건 :    습기가많아야한 다

 기술적 측면: 차양막 비닐(그물) , 에어 캡(요철), 은박지(철)

 가습기를 통한 모의실험 결과
 동일시간에 재질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양 비교

 차양막 비닐> 은박지 > 에어캡

 재질표면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시간비교
 차양막 비닐 = 은박지 > 에어캡

 결론
 동일 시간에 재질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양은 차양막 비닐 = 은박지
 요철 재질은 그 크기가 물방울에 영향을 미칠 정도(나노크기)로 아주 섬세할 경우 효율이 큼
 하지만 나노크기로 제작 시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어 현지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 따라서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운 비닐소재가 가장 적합

 모의실험 결과: 2시간에 45.1[g]
 가습기에서 분사되는 수증기 입자보다 안개 속 입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물이 더 많이 수진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
 따라서 현재 이미 사용되고 있는 효율성이 높고 가격도 싼 dew collector 찾아보고 사용하기로

함.

효과가 미미



WHAT? DEW COLLECTOR: 기성품 가격대

 생산 회사: FogQuest

 재료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넓이: 8m2

 가격대: $180

 용량: 칠레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하루밤 사이에 30L 생성 가능

 사용기간: 10년



WHAT? DEW COLLCTOR

 얼마나 깨끗한가?
 meet WHO drinking water standards.

 few sources of potential contamination 

 harmful bacteria (X) in the fog. 

 mesh itself rapidly cleans itself from any dust



WHAT? 퍼머넷!!

 Long-Lasting Insecticidal Mosquito Net (LLIN) : $30

 (Short-Term) Insecticide Treated Net $3.25ah

 목표 원가: $10



WHAT? 알루미늄 호일 이불 MYLAR BLANKET

 Aluminium foils thicker than 0.025 mm are impermeable to oxygen and water.

 Aluminium foil is widely used for thermal insulation

 It offsets hypothermic reaction by reflecting up to 90% of your body heat back to you. 

 쉽게 생산, 싼 가격
 사막, Space, 등산시 사용됨
 단가조사: $1~5



WHAT? 화장실

 dry toilets prevent water sources from

becoming contaminated 

 bring vital sanitation 

 help stop the spread of deadly diseases

 단가조사: 

 $60 / 9 텐트
 각 텐트 당 $6.5



WHAT 단가조사 정리

 Tent: $15 (가족 당 1개)

모기장: $10 (가족 당 1개)

알루미늄 호일 이불: $4 (가족당 4개)

화장실: $6.5 (9가족 당 1개)

 Dew Collector: $20 (9가족 당 1개)

원가 Total:  maximum $56.5

판매가: $100 (마진율 43.5%): 

현지 생산 가능 품목



HOW- 방글라데시에서 생산

주체 설명

• 방글라데시 지역 원재료
조달

• 방글라데시 다카지역
주민 고용

•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 주민
정부 및 구호 단체

• 방글라데시 지역은 의류/ 직물 사업 발달
(수출 산업의 70% 차지)

• Distribution을 하는 구호단
체에서 담당, 6개 단위의 가
족에게 텐트 지급

• 연간 1,000만 명이 영향을 받음
5%가 긴급 Shelther가 필요하다고 가정하
면, 12.5만개 판매 가능
(4인 가족 기준)

• 사전 교육 필요

 방글라데시현지 생산으로 Distribution Timelag를줄임

설치

판매

생산

원재료
조달

재원 마련
• 현지에 진출한 텐트 기업
과 JV, 혹은 CSR 팀 공략
(지분참여 형식, 이후 수익
배당)

• 한국업체 ㈜진흥 등



예상 난관 및 해결점

 재해 피해 정도의 변동성이 커, 

사업관점에서 생산량 + 재고관
리의 어려움

 지속적 고용을 발생시키는
수익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날씨 및 습도 차이에 따라서
Dew Collector의 물 생산량이
달라짐

 Tent의 관련 폐기물 발생 문제

예상 난관 해결점

 타 재해 지역에의 판매

 Eg.  인도네시아, 미얀마

 재해지역이 아닌 판매처 확보

 Eg. Refugee, 노숙자

 홍수 피해 지역에는 LifeStraw를
함께 보급하는 Option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Tent 

자체를 폐 현수막으로 재활용하
여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