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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로그램 2017년 9월 27일 현재

                                           

‘핸즈’handz는 마을과 공동체를 살리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핸즈’handz는 적정기술을 ‘교육, 연구, 컨설팅’하는 곳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방식의 기술을 

추구합니다.

‘핸즈’handz는 햇빛온풍기, 햇빛건조기, 태양광충전기, 햇빛저금통 등 자연의 힘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ü 교육ㆍ워크샵 최근사례 (2015~)

  - 한살림 LED스탠드만들기 워크숍 /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적정기술동아리 수업

  - 대원고등학교 진로반 적정기술 수업 / 금천지역 특화사업단 햇빛건조기 워크숍

  - 동작구 혁신교육 생태에너지워크숍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적정기술 수업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적정기술워크숍 / 영등포 하자 달시장 주민대상워크숍 

  - 대전YWCA 적정기술 워크숍 / 완주전환기술협동조합 햇빛온풍기 워크숍

  - 푸른경기 적정기술워크숍 / 녹색미래 햇빛분수 워크숍

  - 영등포고등학교 진로반 적정기술 수업 ․ 에너지하우스 짓기

  - 코엑스 친환경대전 전시 / 도시농업박람회 전시 / 노원 마들장 전시 및 워크숍

  -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리빙랩프로젝트 참여 / 관악주민연대 등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적정기술워크숍 / 수원YWCA 적정기술워크숍

  - 수원시평생학습관 적정기술워크숍

ü 연락처 및 교육문의

  - 홈페이지 : www.handz.or.kr      - 전화 : 010-8188-9076 (정해원)

  - 이메일 : love@handz.or.kr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9동 2층 적정기술랩

http://www.handz.or.kr
mailto:love@hand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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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술센터 핸즈에서 진행하는 적정기술 교육 내용 소개

* 강의료와 실습비는 별도로 상담해주세요!

1. 스티로폼 햇빛건조기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소형 햇볕 건조기입니다. 태

양열을 이용하여 더워진 공기로 봄, 가을에 수확하는 야채와 곡물을 건조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건조도 가능합니다. 제작과정 또한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재료비 3만5천원] 

2. 터널식 햇빛건조기

 

중형 햇빛건조기로 평면형이고 비닐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기는 쉽고 효율은 

좋습니다. 독일대학에서 연구하고 공개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태양전지판과 

쿨러로 송풍을 하고, 검은 판을 깔아 집열을 합니다.

[실재료비 10만원(중형)]

3. 깡통스토브

작은 나뭇가지를 활용한 2차연소가 이루어지는 깡통스트브를 만들 수 있
습니다. 연소의 원리를 배울 수 있고, 간단히 차나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
습니다.   
 [실재료비 1만원]

4. 태양광 휴대폰충전기 (개인용)

내 손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컨버터를 연결

해주면 됩니다. 물론 용량이 크지 않고 날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스스로 에

너지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재료비 2만5천원] 

5. 축전식 태양광 휴대폰충전기 (3인용)

20W 태양전지판과 충전컨트롤러, 배터리를 이용해서 독립형 발전시스템을 구

성합니다. 이를 통해 3개 정도의 휴대폰을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충전할 수 있

습니다. [실재료비 10만원] 

6. LED스탠드

 

LED는 기존 전구보다 전력소모량은 적고, 수명은 길어 친환경적인 조명입니다. 

LED바를 활용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작은 스탠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재료비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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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햇빛저금통 (태양광충전등)

   

태양광정원등의 원리를 직접 구현해봅니다. 태양전지판과 충전지, 간단

한 회로를 이용해서 낮 동안 햇빛을 모아서 밤에 간단한 전등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실재료비 1만5천원]

8. 햇빛분수 

 

태양전지판에 비친 햇빛을 이용해서 분수를 만듭니다. 햇빛이 나면 분수가 작동되

고 햇빛을 가리면 분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햇빛에너지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바

로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실재료비 18만원]

9. 3D프린터 키트조립

 

공개되어있는 방식의 3D프린터 키트를 직접 조립하며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

다. 조립후 3D프런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지보수법, 간단한 3D디자인 방법도 함께 

교육합니다.  [실재료비 25만원]

10. 햇빛온풍기 모형

 

집열판에 생성된 열에너지를 공기의 대류현상을 이용하여 실내로 보내 난방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용으로, 여름철에는 남아도는 열기로 과일이나 작

물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온풍기 모형은 주름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원리를 구현해본 것입니다.  [실재료비 9만원]

11. 빗물저금통

 

버려지는 빗물을 잘 모으기만 하면 다양한 용도로 빗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빗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텃밭 등 빗물을 사용할 곳은 다양

합니다. 빗물에 대한 오해를 벗고 일상 속에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재료비 12만원]

12. 태양광 무선조종 자동차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로 조종가능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아두이노와 블루투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원리도 배우게 

됩니다.  [실재료비 6만원 / 전지판 제외하면 3만5천원]

13. 생태집짓기

적정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집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 집짓기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태양전지판이나 햇빛온

풍기를 설치해서 에너지자립에도 도전해 봅니다. 

14. 그 밖에 햇빛온풍기, 태양열오븐 등 적정기술 교육이 가능합니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egKXOo4DLAhXKkZQKHf1tDswQjRwIBw&url=http%3A%2F%2Fwww.aliexpress.com%2Fitem%2FHot-Full-Acrylic-Quality-High-Precision-Reprap-Prusa-i3-LCD-Acquired-DIY-3d-Printer-Kit-with%2F2026704108.html&psig=AFQjCNGc63EMRBysrZGuoOJkT6RK69A9rQ&ust=14558492600291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egKXOo4DLAhXKkZQKHf1tDswQjRwIBw&url=http%3A%2F%2Fwww.aliexpress.com%2Fitem%2FHot-Full-Acrylic-Quality-High-Precision-Reprap-Prusa-i3-LCD-Acquired-DIY-3d-Printer-Kit-with%2F2026704108.html&psig=AFQjCNGc63EMRBysrZGuoOJkT6RK69A9rQ&ust=14558492600291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egKXOo4DLAhXKkZQKHf1tDswQjRwIBw&url=http%3A%2F%2Fwww.aliexpress.com%2Fitem%2FHot-Full-Acrylic-Quality-High-Precision-Reprap-Prusa-i3-LCD-Acquired-DIY-3d-Printer-Kit-with%2F2026704108.html&psig=AFQjCNGc63EMRBysrZGuoOJkT6RK69A9rQ&ust=14558492600291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egKXOo4DLAhXKkZQKHf1tDswQjRwIBw&url=http%3A%2F%2Fwww.aliexpress.com%2Fitem%2FHot-Full-Acrylic-Quality-High-Precision-Reprap-Prusa-i3-LCD-Acquired-DIY-3d-Printer-Kit-with%2F2026704108.html&psig=AFQjCNGc63EMRBysrZGuoOJkT6RK69A9rQ&ust=14558492600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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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과 분해를 통한 실습 (모둠당 체험비 적용)

1. 독립형 태양광 연결 (모둠당 5천원)

1) 독립형 태양광 연결하기             2) 태양광 LED연결하기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양전지판, 컨트롤러, 배터리, USB포트를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태양전지판에 LED를 직접 연결해보는 것도 실습합니다.

2. 태양광 무선조종 자동차 조립실습 및 조종 (모둠당 5천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로 조종가능한 자동차를 만듭

니다. 직접 조립하고 연결해서 작동해보고 조정해본 후, 다시 분해까지 합니다.

3. PVC노즐 만들어 햇빛분수나 자전거분수로 작동 (모둠당 5천원)

  

 

완제품 노즐을 이용하지 않고 PVC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분수노즐을 만들어

햇빛분수나 자전거분수에 활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