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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는 착한 기술이라 불리는 ‘적정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책은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여덟 가지 적

정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화의 배경이 된 나라를 세계지도를 통해 먼저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동화를 통해 적정기술이 쓰이게 되는 배경

이나 상황을 만나도록 구성하여 어린이 독자들은 마치 적정기술을 찾아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재미와 감동을 느

낄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여덟 편의 동화는 적정기술을 발명한 사람, 그 기술로 고민을 해결하고 웃음을 되찾은 사람 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정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껏 모르고 지내 온 세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접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편의 동화가 끝나면 이어서 해당 적정기술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의 세계가 펼쳐집니

다. ‘이렇게 만들어요’는 적정기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세한 그림설명을 곁들여 보여 주고 ‘과학이 숨어 있어

요’에서는 적정기술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와 지식을 초등 교과 과정과 연결하여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 밖에 ‘좀 더 

알아볼까요’와 ‘Tip’에서는 적정기술의 역사와 조건, 적정기술을 발명한 사람들 등 덧붙여 알아둘 만한 적정기술과 관련

된 정보를 담아 두었습니다.

머리글이라 할 수 있는 「착한 기술, 적정기술」은 전문가와 아이의 문답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적정기술의 탄생 배경

과 의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오랫동안 적정기술을 연구하고 관련된 책도 여러 권 펴내신 사단법

인 나눔과기술의 공동대표 김찬중 박사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 ‘적정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재미있게 풀어주

었습니다.

독서활동 목표
Ÿ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Ÿ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Ÿ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착한 기술, 적정기술>을 읽고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2. 적당한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적정기술이 착한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착한 기술, 적정기술>을 읽으며 알게 된 적정기술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봅시다. 



■ 착한 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봅시다. 

    1.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책에 소개된 착한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시 중 기억에 남는 것 세 가지를 골라 정리해봅시다. 



■ 적정기술의 조건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1. 다음 적정기술 발명품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며 적정기술의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속 적정기술 발명품을 소개해봅시다. 

    1.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적정기술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선택한 적정기술 발명품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2.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적정기술 발명품을 소개해주는 

      설명글을 써봅시다. 



■ 태양열 오븐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봅시다. 

    1. 다음은 태양열 오븐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태양의 요리사> 이야기를 읽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넣어봅시다. 

    2. 태양열 오븐과 같이 검은색이 빛을 잘 흡수하고, 열을 잘 방출하는 특징을 이용한 

       나만의 조리도구를 만들어봅시다. 



■ 페트병 전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사용해봅시다. 

    1. <태평양을 건너온 빛> 이야기를 읽고, 페이지 72쪽을 참고하여 페트병 전구를 

      직접 만들어봅시다.

    2. 햇빛이 쨍쨍한 날 운동장에 나가 페트병 전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봅시다. 

      아래 질문에 따라 실험을 해보고 실험 일지를 작성해봅시다. 



■ 적정기술 발명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1. 무인도에 갈때 단 세 가지의 적정기술 발명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요? 각각의 적정기술 발명품을 선택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2. 가지고 간 적정기술 발명품을 이용하는 자신의 무인도 생활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 발명품을 발명해봅시다. 

    1.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해결하고 싶은 점을 생각해봅시다. 

    2.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 발명품을 발명해봅시다. 

       제작한 발명품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적절한 이름을 지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