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김원아>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의 제20회 저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가 출간되었
습니다.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이제
껏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주인공 ‘무늬 애벌레’를 통해 
새롭게 그려 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호기심 가득한 주인공 캐릭터가 깊은 인상을 남기며, 
미약한 주인공의 고군분투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용기
와 감동을 안기기에 충분합니다.

<예스24 책소개>

알
1장. 애벌레의 탄생
질문) 알에서 막 깨어난 애벌레는 왜 노란색일까요?
→ 

애벌레
2장. 나비가 되실 몸
질문) 허물을 몇 번 벗으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

3장. 무늬 만들기
질문) 7번 애벌레는 어떤 모양의 무늬들을 만들었나요?
→

애벌레
4장. 내가 만난 아이들
질문) ‘무늬 애벌레’는 총 몇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나요?
→

5장. 형님의 경고
질문) 2번 애벌레는 왜 7번 애벌레에게 인간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

애벌레
6장. 번데기 의식
질문) 번데기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를 적으시오.
→
→



한줄평) 우리 반에 놀러 온 알들아, 꼭 나비까지 성장해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렴.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애벌레
7장. 비상사태
질문) 바가지 머리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애벌레를 괴롭혔나요?
→ 

8장. 손이 남기고 간 것
질문) 선생님은 장난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며 혼을 냈나요?
→

애벌레
9장. 새로운 잎
질문) 애벌레들은 왜 싱싱한 배춧잎을 먹지 못하였나요? 
→

10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 애벌레들이 사육 상장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벌레
11장. 모두 함께 가위표
질문) 배고파진 애벌레들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나요?
→

번데기
12장. 긴급 구조
질문) 7번 애벌레는 왜 깊은 잠에 빠져든 걸까요?
→

배추흰나비
13장. 날개돋이
질문) 나비는 번데기가 된 후 몇 달 정도 사나요?
→

 <생명의 소중함 다짐하기>
‘나는 3학년 2반 애벌레’를 읽고 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추흰나비가 알을 100개가 낳으면, 그 중에서 한 마리만 
나비까지 성장하고 나머지는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의 먹이가 되거나 휩쓸려 간다고 합니
다.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만의 다짐을 적어 봅시다. 

→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김원아> (정답)

알
1장. 애벌레의 탄생
질문) 알에서 막 깨어난 애벌레는 왜 노란색일까요?
→ 아직 잎을 먹지 않아서, 알 색깔인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음. 

애벌레
2장. 나비가 되실 몸
질문) 허물을 몇 번 벗으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하나요?
→ 네 번
3장. 무늬 만들기
질문) 7번 애벌레는 어떤 모양의 무늬들을 만들었나요?
→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별

애벌레
4장. 내가 만난 아이들
질문) ‘무늬 애벌레’는 총 몇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나요?
→ 여덟 쌍
5장. 형님의 경고
질문) 2번 애벌레는 왜 7번 애벌레에게 인간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 밖에서 인간을 마주쳤으면, 이리 밟히고 저리 치였을 테니깐. 
   우리처럼 작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서. 

애벌레
6장. 번데기 의식
질문) 번데기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를 적으시오.
→ 몸 색깔이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함
→ 매끈하던 몸매가 울퉁불퉁해짐

애벌레
7장. 비상사태
질문) 바가지 머리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애벌레를 괴롭혔나요?
→ 천장을 열고 방충망을 흔들어 애벌레들을 떨어뜨려 죽였음. 

8장. 손이 남기고 간 것
질문) 선생님은 장난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며 혼을 냈나요?
→ 학생들보다 큰 외계인이 학생들을 만지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에 비유함. 

애벌레
9장. 새로운 잎
질문) 애벌레들은 왜 싱싱한 배춧잎을 먹지 못하였나요? 
→ 농약이 묻어 있어서
10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 애벌레들이 사육 상장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충망으로 가려져 있어서

애벌레
11장. 모두 함께 가위표
질문) 배고파진 애벌레들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나요?
→ 가위표(X) 무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함. 

번데기
12장. 긴급 구조
질문) 7번 애벌레는 왜 깊은 잠에 빠져든 걸까요?
→ 번데기로 변화하여서

배추흰나비
13장. 날개돋이
질문) 나비는 번데기가 된 후 몇 달 정도 사나요?
→ 한 달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