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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for Hope and Change

Most modern designers focus on creating cool 
초점을 맞추다 멋 진

products that people want to buy.
what (X)

They  add beauty and convenience to our lives by 
Modern designers 편 리 성 을

designing nice clothes, fancy cars, and other things.

Sadly,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not afford 
여유가 없다

all of these things. They have to struggle just to 

meet their basic needs.
충족시키다 욕 구

Thankfully, there are some designers who have 
다 행 스 럽 게 도

worked to create products to help them . 
목적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ollowing designs aim to improve the lives of 
목 표 로 하다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희망과 변화를 위한 디자인들

대부분의 현대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멋진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멋진 옷, 화려한 자동차, 그리고 다른 것들

을 디자인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과 편리

성을 더해준다. 

슬프게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러

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들은 단지 그

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써야 한

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을 돕기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

해 노력하는 몇몇 디자이너들이 있다. 

다음의 디자인들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5. 24.

영어1 능률(이찬승) 2강              http://likasuni.tistory.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urning Tin Cans into a Radio

Victor Papanek was a designer who worked for the 

United Nations and UNESCO. He realized that 

many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illiterate. 

• literate 읽고 쓸수 있는/  illiterate 문맹의 / literally 글자그대
로, 있는 그대로/ literary 문학의 

They couldn’t read magazines or newspapers. To 

make matters worse, there was little electricity 

available where they lived, and they also couldn’t 
in the place

afford  batteries for radios.
여력이 되다(경제적)

They were cut off from the rest of society, 
isolate

unable to hear any news about what was going on 
that (X)

in the outside world. In 1962, however, Papanek 

designed a radio made with old tin cans that didn’t 
making (X) 주 석 선행사 . . .

require batteries. 

It could be powered by burning wax or cow dung —
작 동 되 다 태 워 서 밀 납 을 똥 . .

things that could be found easily around the village. 
founded (X)

The heat from the fire would rise  up and create 
raise (X)

enough energy for a small earplug speaker.
귀 마 개

Even better, the design was so simple that nearly 
비교급 강조.. simply (X)

anyone  could make their own for less than nine 
어떤 ~라도(평서문) little (X)

cents. As a result, Papanek’s tin-can radios were 

used to bring  important news and information to 
bringing (X)

poor people in Indonesia and India for many years.

Turning Tin Cans into a Radio

Victor Papanek는 유엔(국제연합)과 유네스코(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디자이

너였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잡지나 신문을 읽을 수 없

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사는 곳에는 거의 전기

가 없었고, 라디오에 쓸 배터리를 살 여유도 없었다. 

그들은 바깥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의 

나머지 부분과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2년에 

Papanek은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은 낡은 주석 깡

통으로 만든 라디오를 디자인(고안)했다. 

그것은 마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물건

들 – 밀랍이나 소 똥(거름)을 태워서 작동될 수 있

었다. 불의 열기가 올라가면 소형 귀마개 스피커를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 냈다. 

훨씬 더 나은 것은, 그 디자인은 아주 단순해서 거

의 누구든 9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자신의 라디오

를 만들 수 있는 점이었다. 그 결과로, Papanek의 

주석깡통 라디오는 여러 해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

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식과 정보

를 가져다 주기위해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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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Water in a Rolling Barrel

Clean water is essential for our health. However, it 

is not common in some parts of the world. Those 

who can’t get enough clean water can be exposed 

to many health risks. 

• expose A to B = A be exposed to B

In 2009, for example, the UN reported that around 

1,000 people in Zimbabwe had died due to cholera, 

a disease caused by drinking unclean water. To 

avoid getting diseases, people in many parts of 

Africa had to walk long distances every day to get 

clean water. 

• due to = thanks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 avoid, finish, mind, enjoy, practice, suggest, give up, 

abandon, admit (to), put off, postpone

After filling up their buckets with water, they 
peop le

carried them  back home on their heads. This 
their buckets

caused not only pain, but also health problems. The 

Hippo Roller was inv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made of a large plastic barrel and a long handle. 

The barrel can hold up to 90 kilograms of water, and 
담 다 최대 ~ 까지

people just need  to roll it back home. They can 
~하기만 하다

now carry a large amount of clean water with much 

less effort. By making it easier for the poor in 

Africa to get clean water, the Hippo Roller has saved 

countless lives.

Clean Water in a Rolling Barrel

깨끗한 물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것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다.  

충분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많은 건

강상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UN은 짐바브웨의 약 1,000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심으로써 유

발되는 질병인 콜레라로 인해 죽었다고 보고했다.

병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많은 지

역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 

그들의 양동이에 물을 채운 뒤에, 그들은 그것들을 

머리에 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통증뿐

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들을 초래했다.Hippo 

Roller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그것은 커다란 플라스틱 통과 긴 손잡이로 만들어져 

있다. 그 통은 90킬로그램의 물을 담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집으로 굴려 가기만 하면 된

다. 그들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많

은 양의 깨끗한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을 더 쉽게 만

들어서, Hippo Roller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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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ll Made to Inspire Hope

In many countries, soccer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However,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 could not afford the proper 

equipment. They often used an empty can as a ball. 

This hurt their bare feet. 

So a Korean design team created the Dream Ball 

Project. It provides children in disaster zones with 

special soccer balls made from aid boxes. The boxes 

are delivered to the poor to give them basic 

supplies. 

Once the box is empty, children can easily turn it 
일단 ~하면..

into a soccer ball by following the directions 

printed on the box. 

Children not only have a safe and fun activity, but 

also get a ball that inspires them with dreams. 
자 극 하 다 . . .

The Dream Ball Project is an example of how a good 

design can efficiently improve the lives of poor 

people.

A Ball Made to Inspire Hope

많은 나라에서,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들 중 

하나가 되어왔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많은 아이

들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출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종종 공으로 빈 깡통을 사용했다. 이것은 그들의 맨

발을 다치게 했다. 

그래서 한 한국 디자인 팀이 Dream Ball Project

를 만들었다. 그것은 재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원조 상자로 만들어진 특별한 축구공을 제공한다. 

그 상자들은 그들(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물

자를 제공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일단 상자가 비워지면, 아이들은 상자 위에 인쇄된 

지시사항에 따라서 쉽게 그것을 축구공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가지게 될 뿐

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는 공

을 얻게 된다. 

Dream Ball Project는 훌륭한 디자인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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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Better to Learn Better

Eyesight problems cause learning difficulties, 

as they make it hard for students to see the writing 

on the board or read textbooks. In Mexico, it is 

estimated that up to 70 % of the students in some 

schools need glasses. 

• 분수/ percent / all / most / the rest / part / the majority 
of + 명사: 명사에 수에 일치

However, many poor families could not afford 

glasses for their children. In addition, poor eyesight 

was considered a handicap in Mexico. 
장 애 . .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Therefore, many students resisted wearing 

glasses. To help fight this problem, a design team 

created special glasses to appeal to young 

students. The glasses are made with a special 

frame that is divided into two parts. Wearers can 

choose different top and bottom colors for their 

own look. 

This makes it fun for students to wear the glasses 

without feeling shameful. Besides, they can get a 
shameful ly (X)

nice pair of glasses for free. Thanks to this project, 

students can now see more clearly, learn better and 

have more chances for success later in life.

See Better to Learn Better

시력 문제는 학생들이 칠판의 글자들을 보거나 교

과서를 읽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학습장애

를 유발한다. 멕시코에서는 일부 학교의 70퍼센트

에 달하는 학생들이 안경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많은 가난한 가정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

한 안경을 사 줄 여유가 없다. 게다가, 나쁜 시력은 

멕시코에서는 장애로 간주되어졌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이 안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

다. 이 문제와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디자인 팀이 젊은 학생들의 마음을 끄는 특별한 

안경을 만들었다. 그 안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

는 특별한 안경테로 만들어져 있다. 안경을 쓰는 학

생들은 그들의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위쪽과 아래

쪽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게다가, 그들

은 공짜로 멋진 한 쌍의 안경을 얻을 수 있다. 이 프

로젝트 덕분에 학생들은 이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

고, 학습을 더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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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Reading: Appropriate Technology

Looking around, we can see how convenient and 
c o n v e n i e n t l y ( X )

interesting modern technology has made our lives. 
i n t e r e s t e d ( X )

However, people in poor countries can't afford it. 
여력이 없다

NGOs and scientists want to use technology to help 
목적

these people. 

•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is idea is called "appropriate technology," and 
적 정 기 술

idea originally developed by Mahatma Gandhi. 
d e v e l o p i n g ( X )

During 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Gandhi 
W h i l e ( X ) 독 립 . . . . . .

made his own clothes to protest against the British 
protes t (X ) 저 항 하 다

industry. 

Appropriate technology uses traditional ideas and 

aims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목표로 삼는다  환 경 친 화 적 인

Even though it seems unrealistic, it serves an 
r e a l i s t i c ( X )

important role in reaching people who live in some 
다 가 가 다

of the world's poorest parts. 

In such places, people cannot afford technology that 

requires lots of electricity. 

     

번역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현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여

유가 없다. NGO(비정부단체)와 과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한

다. 

이러한 인식은 본래 Mahatma Gandhi에 의해서 

발전된 아이디어인 “적정기술”이라고 불리어진다. 

인도의 독립을 투쟁기에, Gandhi는 영국의 산업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적정기술은 전통적인 사상을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

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록 그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몇몇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

기를 사용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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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olution is the Freeplay radio, which can be 

charged by hands. 
충 전 되 다

There is also a water pump called the Super Money 
calling (X)

Maker, which can bring water from the ground 

easily without electricity. 

And a cell phone charger, the D-light 250, which 
t h a t ( X )

doesn't need electricity, uses light from the sun 

instead.

 

Products like these sometimes open new markets in 

the developed world, too. The Life Straw was first 

created f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It's a device that makes water clean without 

electricity. However, it has now become popular in 

the developed world as well, due to concerns over 
우 려

water pollution.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thanks to = due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번역

한 가지 해결책은 Freeplay 라디오인데, 그것은 

손으로 충전될 수 있다.

 

또한 Super Money Maker라고 불리는 물 펌프

(양수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기 없이도 쉽게 

땅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D-light S250이라는 휴대폰은 전기를 필요

로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그것은 태양으로 부터의 

빛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때때로 선진국(선진세계)에서

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Life Straw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것은 전기 없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그러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것은 또한 

지금 선진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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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for the Better

Ever since people started to make something, the 

trends and goals of designs have changed a lot. 

Unlike in the past when designs focused only on 

practicality or beauty, today's designs consider the 
현 실 성

influence the products have on the society, culture, 

and the quality of the users' lives.

Sustainable Design
지 속 가 능 한

Sustainable design is about creating products, 
지 속 가 능 한

buildings, and services that focus on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society, economy, and 
책 임

environment. Increasing awareness of global 
의 식 . . .

environmental crises, such as global warming, has 

made sustainable design more popular. It reminds 
지 속 가 능 한

people of problems like the lack of resources and 

rapid human population growth.

Ergonomic Design

The study of how things fit  the human body and 
사 물 을 적합하게 하다

its movements is called ergonomics. Ergonomic 
인 체 공 학

design uses rules and data about the human body 
법 칙 자 료

to design items that consider our physical conditions.
신 체 적 인 조 건 을

Universal Design

The design applied in creating products, buildings, 
적 용 된

and environments that are equally used by people 
동 등 하 게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s called universal 
장 애

design. The team was invented by an architect 

named Ronald L. Mace to describe design concepts 
목적

that are both beautiful and useful for everyone, with 

no limit of age, status or ability.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디자인

의 추세와 목표는 많이 바뀌어 왔다. 현실성이나 아

름다움에만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디자인은 제품이 사회, 문화, 그리고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고려한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제품, 건축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 위기

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인

기는 더 높아졌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원부족이

나 빠른 인구 성장과 같은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인체 공학 디자인
인간의 신체와 동작에 사물을 적합하게 하는 방법

에 대해 연구를 인체 공학 디자인이라고 한다. 인체 
공학 디자인은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한 물

건을 디자인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에 관한 법칙과 

자료를 활용한다.

보편적 디자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 의해 동등하

게 사용되는 제품, 건축물,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디자인을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건축가인 Ronald L. Mace가 나이, 지

위, 능력에 제한 없이 모두에게 아름답고 쓸모 있는 

디자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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