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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의 미디어 랩 등 세계의 지성을 연구하고
국내외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알려주는
디지털로 어린이 창조력을 늘리는 방법!
아빠 엄마, 교육 관계자의 필독서입니다.

＜내용 소개＞
편집자의 추천 댓글 ▼ "아이에게 스마트 폰을 건네도 좋은지 ......?"
아이가 만지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몇 살부터 사용하게 할 것인지, 하루에 몇 시간이면 좋을지?
어린이와 디지털 기기와의 교제하는 방법은 많은 부모님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로 자신도 한 아이의 어머니인 이시도 나나코 씨는
총 30만명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해온 경험에서, "디지털 기기가 어린이의 창의력을
늘린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향후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창조적인 일 아니면 저임금 육체 노동 밖에 남지 않는다"
"2011년도에 입학한 미국 초등학생의 65%는 대학 졸업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
한다" 같은 충격적인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컴퓨터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소리, 문자가 하나가 되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운다."
프로그래밍으로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지금 네트워크에 연결된 태블릿이나 스마트 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이 가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소개＞
이시도 나나코
NPO 법인 CANVAS 이사장. 게이오대학 준교수, 주식회사 디지털 그림책 대표이사. 총무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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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신 심의회 위원 등을 겸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미디어 랩 객원 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에 어린이를 위한 창조표현 활동을 추진하는 NPO 「CANVAS」설립. 2011년 「디지털 그
림책」설립. 2012년 AERA 「일본을 살리는 100인」에 선정. 저서로는 <어린이의 창의력 스위
치! 놀이와 배움의 비밀 기지 CANVAS의 실천>등.

＜목 차＞
서장 어린이에게 '디지털 장난감'은 필요한가?
• 언제부터 스마트 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할까?
• MIT 미디어 랩에서 배운 어린이 미디어 교육 외
제 1 장 디지털 시대의 '물건 만들기'
• 「지금 없는 일」에 종사하게 될 아이들
• 물건 만들기를 통해 놀면서 지식을 배우기 외
제 2 장 프로그래밍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늘린다
• "게임으로 논다"에서 "노는 게임을 만든다"로
• 히어로는 초등학생. 프로그래밍 배틀 외
제 3 장 불과 몇 년 후, 학교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 디지털로 감동적인 수업
• 디지털의 강점. 아날로그 밖에 할 수 없는 것 외

[부록] 추천 디지털 그림책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