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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1 & 2

관점서술문
탄자니아 사람들은
지하수 내 불소 성분으로 인해
반상치, 저칼슘증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를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탄자니아 물 속 불소 문제

제 9회 적정기술 아카데미

TEAM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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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의 유해성
불소에 관한 진실
불소치약
반상치

불소는
우리 몸에
좋다?
불소도포

0.8~1.2ppm 충치예방효과

우리나라 상수도 기준: 1ppm,
WHO 상수도 기준: 1.5ppm

저칼슘증

3ppm 이상 95%의 사람들이 반상치 (치아가 갈색으로 변함)

8ppm이면 골연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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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를 제거하는 방법

1.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원리. 전기 필요. 비싸다

2. Activated Alumina
활성 알루미나법. 산화알루미늄 이용.
비싸다. pH조절 어려움

3.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물리적 흡착 방식.
산성조건 필요 -> 중화 필요.

4. Lime Softening
소석회 이용.
pH 증가 -> 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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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를 제거하는 방법

5. 키토산, 키틴을 이용한 흡착
갑각류 껍질의 유기칼슘 이용. 해안
지역에 국한됨.

6. Calcite
탄산칼슘 이용. 탄산칼슘 대량 수급 문제.

7. Bone Char
동물 뼈를 이용.
뼈에 포함된 탄산칼슘, 인회석이 불소 제거
CaCO3 :
인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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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탄자니아 다른 지역에는 지하수에 석회가 들어있다?

석회수와 섞어서 불소를 제거해 보자!

인회석
탄산칼슘
Bone Char가 동물뼈로 만들어진다?

마을단위의 소각장을 만들고
Bone Char를 생산해서 불소를 제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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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Bone Char

Problem

마시는 물

Bone char를 구하기 힘들다.
비싸다.
교체가 어렵다.
수명이 언제 다했는지 알 수 없다.
제작이 힘들다.
물떼가 생겼을 때 청소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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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1

생산 + 관리

닭뼈를 이용해
제작비 절감

소각로 관리인의 수입

조립하는 사람의 수입

유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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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1

생산 + 관리

닭뼈를 이용해
제작비 절감

소각로 관리인의 수입

유통

판매

조립하는 사람의 수입

Problem

집집마다 소형 물탱크가 있어야 한다
카트리지를 개별로 만드니 단가가 올라간다
개별 제품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생긴다
카트리지를 팔지 않으면 물을 팔아야 하는데 거부감이 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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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TEAM 1 & 2

탄자니아 물 속 불소 문제

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2

뼈 공급자

소각장

물탱크

마을주민

뼈 수거: 무료로 획득
Or
폐기물 처리 대가로 수익 창출

본차르를 "설탕회사(또는 본차르 필요업체)"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물탱크 업체에 지불하여
물탱크 관리 및 물 생산비로 사용하게 함

소각장으로부터
물 탱크 관리 및 물 생산비를 전달받아
물을 생산하여 주민들한테 무료 배부

정수된 물을 무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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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2

뼈 공급자

소각장

물탱크

마을주민

1.뼈 공급자
주체 1) 마을사람

주체 2) 뼈 발생 업체

- 남는 뼈를 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무료 기부 시행
Case1: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부가 결국엔 자신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돌아온다
는 것을 알기에 돈을 내지 않고도 뼈를 가져다 기부함 (사람들이 큰 시스템이 선순환적으
로 되고 있다는걸 인지했을 때 가능)
Case2: 뼈 기부시 일정 물 할당량을 받을 수 있음 (뼈 기부=물 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

- 음식점, 도축업 등의 사업으로 인해 뼈가 발생하는 업체들이 무료 기부 Or 비용 지급 시행
Case1: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버릴 뼈들이므로 버리는 대신 소각장에 무료 기부를 시행
Case2: 탄자니아에서 뼈를 버리는데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그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돈을 받고
뼈를 처리해줌(돈도 벌고, 뼈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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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2

뼈 공급자

소각장

물탱크

2.소각장
- 자원(뼈) 출처
따로 뼈를 구매하지 않고, 마을사람 또는 뼈 발생업체를 통해 무료로 뼈를 얻음

- 비즈니스 모델
1) 수익 창출: 소각한 본차르를 "설탕회사(또는 본차르 필요업체)"에 판매
2) 판매 수익의 일부를 물탱크 업체에 지불하여 물탱크 관리 및 물 생산비로 사용하게 함
(예를 들어, 본차르 판매 비용을 1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한다면, 본차르 판매 실 수익은 30
원+ 나머지 70원은 물 탱크 관리 및 물 생산비로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

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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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물 속 불소 문제

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Business Model Ver.2

뼈 공급자

소각장

물탱크

마을주민

3. 물탱크
- 비즈니스 모델
1) 수익 창출: 소각장으로부터 물 탱크 관리 및 물 생산비를 전달받음
2) 물을 생산하여 주민들한테 무료 배부(1일 1인 할당량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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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의 공동 제작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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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공급자

소각장

물탱크

마을주민

4. 마을주민
마을 사람들은 정수된 물을 무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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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볼 사항
1. 사용자의 문화

2. 자원의 한계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본차르(뼈가루)를 사용

수집 가능한 뼈의 양에 한계가 있음

→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본차르 사용에

→ 다량의 물 정수가 불가

대한 거부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음

(1일, 1인 2리터로 제한)

3. 비용

4. 교육

1) 소각장, 물탱크 설치를 위한

소각장에서 뼈를 태우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함
2) 시설 유지 비용 발생
(ex: 소각장 및 물탱크 관리비, 전문관리사 월급 등)

전문 기술자가 필요
→ 전문 관리사 양성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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