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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아이디어 부문)

1. 아이디어명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냉온풍기 가동 제안
, NT201708060003_1
2. 개발동기
2017년 7월 중순경에 더 운 여름날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더위를 참아가며 신호등 신호를 대기하다가 너무 더워 하면서 뭔가 방법이 있을까 고
민하다가 신호등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좋을거 같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
안할려고 글을 올립니다.

3. 설명서 (디자인, 기능, 역할, 활용용도, 방법 등)
한국은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하며, 겨울
에는 너무 추운 극과극의 기후가 계절에 따라 나타납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안이라면 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는 냉온풍기등을의 기기를 사용하여 알맞은 온도를 내부에 설정할수 있지만, 야외
에서는 그냥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괴롭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길을 건널때 사용하는 횡단보도 옆에
설치한 신호등 기둥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작동하는 소형 냉온풍기” 를 설치하자는것
입니다. 여름철 더운날에는 날이 뜨겁고 햇빛이 따가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보면 정말 행복
하고 도움이 될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열기를 참으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데 차가
운 바람이 바로 내 옆에서 불어온다면 시원하고 잠깐이나마 열기를 식힐수 있게 될것입니다. 또
한 차가운 바람 때문이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일도 줄어들것입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는 잠
시라도 횡단보도 옆에서 따뜻한 바람이 주위에서 불어오면 행복하고 몸도 풀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냉온풍기가 횡단보도
옆에 존재하는 신호등 기둥에 장착되어 설치되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냉온풍기에 전력이 상시
적으로 공급되야 할것입니다. 물론 신호등 자체에서도 충분히 지하에 전력 배전 시설이 내장되
어 있지만, 최소 하루 12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또 사람이 없을 경우 전력이 낭비되
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전력 사용 에 있어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력가동비용도
꽤 들것 같아 태양광 패널을 신호등 옆면에 달아 냉온풍기에 전력을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 충전 패널은 한낮의 태양빛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냉온풍기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신호등 기둥에 냉온풍기를 장착하여 운용합니
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횡단보도 에 대기중인 사람들에게 선사할것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사람들에게 선사하여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4. 기대효과
한여름에는 태양 빛이 강하고 날이 더울수록 더 차가운 바람을 맞아 잠시라도 시원함을 느끼
며 몸을 식힐수 있고, 한겨울에는 날이 추울수록 따뜻한 바람을 더 센 강도로 맞아 따뜻함을
느낄수 있게 된다. 비록 야외에서 활동하는 전체 시간중에서 횡단보도 에 신호등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얼마 안되지만, 야외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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