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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키 와 숲로보키 와 숲
줄거리

         는 햇빛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를          하였습니다.

         는          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 입을 그렸더니 

          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로보키는 하늘을 날아…

챨리 박사 로보키(나무로봇) 유토



In this preview there is a page that does no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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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아! 로봇이다!”

“햇빛 유치원의 기둥과 같은 나무로 만들었단다. 

이름은 로보키, 서로 친하게 지내렴”

“우와! 로보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

“반질반질하고 매끌매끌하네!”

“우와! 팔도 다리도 움직인다!”

“눈썹도 움직여!”

“어! 로보키는 입이 없네”

“코도 없어!”

“왜 없을까?”

챨리 박사님은 큰 상자를 열면서 말했어요.

“짜잔! 너희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In this preview there is a page that does not appear.



16 17

많은 집들과 빌딩, 그리고 공장 위를 날아 로보키와 유토는 

숲에 도착했어요.

“유토야, 숲속 임금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In this preview there is a page that does not appear.



② ヒノキの葉（裏）

② 편백나무 잎(뒷면) ③ 편백나무 기공대( 氣孔帶 )

편백나무 잎의 뒷면[②]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하얀 Y자가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곳이 기공대[③]이며 산소와 수증기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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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은 호흡으로 사용하는 산소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생물의 호흡이나 인간의 생활에 

산소가 사용되어도 지구상의 산소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H2O

  일본의 산림면적율은 70%로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수의 산림대국입니다. 

산림은 동물, 식물, 균류 등 다양한 생명을 키우는 

요람입니다.

  산림덕분에 우리들은 양질의 물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1권에서는 그러한 산림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 

과실과 같이 광합성으로 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란, 식물의 잎의 세포가 태양의 빛 

에 너 지 를  받 아  탄 수 화 물 을  만 들 어 내 는  것 을  

말 합 니 다 .  수 목 은  크 게  침 엽 수 와  활 엽 수 로  

나눕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침엽수인 

편백나무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수목은 뿌리에서 물과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여 

물 이  통 과 하 는  가 도 관 ( 푸 른 색  선 ) 을  통 해  

나 뭇 가 지 에  매 달 려 있 는  잎 까 지  배 달 합 니 다 .   

잎에서는 물과 공기중의 이산화탄소(CO2)를 원료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광합성을 합니다. 

광 합 성 으 로  생 산 된  탄 수 화 물 은  수 피  안 쪽 에  

존재하는 양분통로(사관)를 통해 나무줄기(수간) 

곳곳으로 배달되어 다양한 생명활동을 돕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여 수목의 수간은 높고 크게 

성장합니다. 수목의 수명은 길며, 예를 들어 편백은 

수령 300년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렇 게  자 란  수 목 의  통 나 무 는  목 재 로 서  

사용되는데, 그 목재 속에는 탄소화합물을 저장한 

상태이므로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증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로보키의 나무, 편백은 향을 내뿜어내며 나뭇결도 

예쁜 양질의 재료로서 일본 고대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最 古) 목조건축물인 법륭사(法

隆 寺 ) 5층목탑에는 축조 당시의 편백나무 기둥이 

1,3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튼튼하고 

오래가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산림, 수목, 그리고 목재에 대해 연구하여 

미래의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 여러분에게 요코야마 미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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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자의 말 /야마시타 아키노리(챨리 박사. 로보키를 만든 사람)

  푸른 잎으로 우거진 수목이 가득한 숲은 풍부한 자연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그 수목의 몸체를 형성하고 있는 목재는 재생산 가능하고 지구와 인간 친화적인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자원입니다. 숲에 있는 수목과 생활 속의 목재가 인간과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1권에서는 

숲과 나무, 즉 수목에 대하여.

제 2권은 생활 속의 사용되는 목재로서의 나무. 제 3권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나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님과 유치원, 보육원,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이 세 권의 그림책으로부터 

수목, 목재의 광합성과 탄소고정과 지구온난화 방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국산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주인공의 [로보키]와 아이들의 즐거운 

대화, 더 나아가 로보키 만들기를 통해서 목재, 광합성, 탄소고정, 지구온난화 방지를 몸소 

체험하며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로보키에게는 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대기중에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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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나만의 로보키를 

만들어봅시다!

로보키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도 좋지만, 

[로보키 만들기 키트]도 있어요.

처음에 키트를 개봉을 한 후에 

부품들을 조립합니다.

그 다음, 

자신만의 아이디어

멋진 로보키를 만들어 

사이좋게 놀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