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너지 작품 공모전
(제품 아이디어 부문)

1. 아이디어명

햇빛가리개용 전기차 휴대용 태양광 보조배터리 (일반차량 사용가능), NP201708250007_3
2. 개발동기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태양열 때문에 차량 실내온도가 높아
져 차를 타는 순간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햇빛가리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국내
국외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수없이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햇빛가
리개 태양광발전 제품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출근 또는 휴가지에 주차시 단
순히 햇빛가리개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기능에서 태양광발전 제품으로 응용한다면 실내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기본이고 넓은 면적의 승용차 보닛부터 천정과 트렁크 면적까지 전체를 덮은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충전배터리에 남은 전기는 차량 내
에 블랙박스 및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등, 캠핑시 조명, 냉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3. 설명서 (디자인, 기능, 역할, 활용용도, 방법 등)

가로 1.2m X 세로 50cm X 두께 10cm 그리고 무게는 대략 10kg 정도로 생각하고 손잡이 부분이
10cm 더 길다. 차종에 따라 여러 가지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별로 제품을 만들 것이다. 보닛부터 시작
해서 병풍 펼치듯 펴가며 트렁크까지 덮는 형식이다. 보닛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 전기차 충전
잭이 보닛에 있기 때문이다. 중형차 기준으로 대략 9장 태양광 모듈이 부착 및 연결되어 있는데 보닛
부분에 배터리가 달린 태양광 모듈 부분이 1번이라 칭하고 트렁크 부분이 9번이라 칭한다. 1~2번,
4~6번, 8~9번 태양광 모듈 뒷면에는 고무자석을 부착해서 보닛과 천정과 트렁크 면적에 자력으로 탈
부착 할 수 있고 부착시 자력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문제없이 부착되어 있어 태양광 발
전으로 전기를 생산 하면서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부분 구멍을
낸 디자인으로 만들어 도난방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차량도 차량 내 전자기기용으로 써도 됩니다.
4. 기대효과

전기 승용차는 이미 많이 운행 중이라 머지않아 화석에너지 차량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유소 대신 전기차 충전소가 대중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유가 인상 되어 서민들 차타기 힘
들었는데 분명 국내 전기가격 인상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에너지는
개인이 일상에서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양광에너지
생산 기기에 관심이 지대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차량실내온도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는 햇빛가리
개는 미래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캠핑용품 등등으로 다양한 휴대용 태양광발전 제품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햇빛가리개용 전기차
휴대용 태양광 보조배터리”를 비상용으로 누구나 하나쯤 구비해서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열릴
꺼라 생각합니다. 국내 국외 아직 어떤 업체도 제품으로 내놓고 있지 않았는데 실제 제품으로 개발하
고 판매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및 국내 국외 자동차 회사와 제휴 및 계약
해서 전기차 구매시 사은품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 설명자료

ㅇ 직접 일러스트로 그린 파일을 사진파일로 첨부합니다

※ 1장 내외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