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1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 설계문제

설계 문제 및 요약 설명

장애

1. 시각장애인/휠체어장애인들의 키오스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기 및 방안

최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키오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휠체어장애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라.

2. 하체 부 자유인을 위한 다목적(식사, 이동, 재활 운동, 휴식, 배변 등) 실내 수동식 휠체어

농기계

3.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가금류 사료 가공 및 관리 시스템 설계 

제3세계의 벽지 농촌의 주민, 특히 성장기의 아동들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매우 빈약하다. 축산 중에서 비교적 용이한 것이 가금류(닭, 오리, 

거위 등) 사육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농가의 남자들은 닭장과 울타리 정도를 설치해 주고 매일의 관리는 농가의 여성들의 몫이 

크다. 농촌 주민의 단백질 섭취량을 높이고 농가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이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육아 및 농사일에 분주한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료 확보와 질병 예방 등 극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가금류(닭)의 건강한 사육을 위하여 농산품 가공

할 때의 부산물을 토대로 한 사료 개발과 장기 저장법을 설계하라.

4. 록타 나무 박피를 위한 도구 설계

록타를 통하여 종이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나무껍질을 벗기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겨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삼

키거나 수액에 피부가 닿았을 경우 피부에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네팔 현지 주민들은 아직도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데 낫이나 칼과 

같은 전통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성비가 좋고, 자연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록타 나무의 줄기를 벗기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친

환경적이고, 네팔 현지 주민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OFq-7xg-4g]

5. Allo 박피를 위한 공학 기술 설계

Allo는 쐐기풀과에 속한 다년생 관목으로 아프리카의 열대지방, 예멘, 네팔, 인도, 스리랑카, 타이완, 인도네시아, 중국의 남쪽지방 등 해발고도 1,200 

~ 3,000m 언덕의 삼림에서 높게 자란다. Allo 줄기 껍질의 섬유 조직은 독특한 강도와 매끈함, 실크 같은 광택을 지니고 있어 밧줄, 가방, 낚시 그

물, 가방 어깨끈, 부대와 의복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지만 최근 다른 종류의 섬유질에 비해 섬유 생산량이 매우 적어졌다. Allo 섬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집하고, 껍질을 벗겨내고, 조리하고, 두드리고, 빗질하고, 방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껍질을 벗기는 것은 고된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줄기와 대, 잎에 난 송곳 모양의 털과 가시가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Allo 줄기의 껍질을 벗기는데 섬유질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연 특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이고 간단한 친환경 공학 기술을 설계하라.

물

6. 지하수에 비위생적 영향을 없애는 친환경 화장실 개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지하수에 분변이 흘러들어가서 심각한 위생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서 

필요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개발한다. 건기와 우기를 통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우기에 빗물에 의하여 분뇨가 

넘치지 않고 또한 내부순환을 통하여 분뇨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7. Rock filter 토대(자갈 등의 여재를 이용)의 하수처리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처리하지 않고 방류되거나 토양침투 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관의 미설치

로 우리나라와 같은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중심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자갈 등을 이용하여 Rock filter를 연계하여 

자연정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계하라.

주거 및 에너지

8. 농촌 전통가옥(동남아시아)의 취사 시설 및 방법의 개선 방안 설계

라오스, 네팔 등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농촌의 전통 가옥은 이층 형태로서 목조(또는 대나무)와 건초 지붕으로 조성된다. 내부 구조는 칸막이 

없이 한 쪽에 잡목을 연료로 이용하는 간이 화로에서 취사를 하고 있어 다량의 매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건기나 

고온 다습할 때는 마당에서 그리고 우기에는 1층 빈 공간이나 2층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하도록 분해 조립이 편리하고 화재 예방에 안전한 취사 시

설을 설계하라. 연기 배출 수단이 있는 고효율 화덕 설계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다.

9. 산간 오지 마을의 태양광 발전소의 원격 감시 방법 설계

라오스 산간마을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점검 및 정비하려면 위험한 장거리 산길을 수시로 왕복하여야 한다. 효율적 예방 정비를 위하려 

통신망을 통한 운용 현황 정보(발전 전류, 배터리 전압, 소모 전력량 등)를 한국에서 실시간 수신 가능한 원격 감시 방법을 설계하라. 제약조건은 

해당 지역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으나 구식 무선 전화망을 통한 무선전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가능하다.

10. 농촌 전통가옥(동남아시아)에서 해충과 위해 동물(모기, 쥐 등) 출입 방지 방안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