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저자는 팝업 북을 제작하고, 다양한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
고 있습니다.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는 숲이 사라져 서
식지를 잃은 나무늘보와 다른 동물들을 통해 인간의 무분별
한 욕심이 어떤 피해를 낳게 되는지 잘 보여 주는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예스24 책소개>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아누크 부아로베르•루이 리고 지음>

1. 숲 속 환경 살펴보기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속에는 어떤 자연 환경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ㅈㄹ)나무 (ㄴㅁ)늘보 (ㅋㅂㄹ)새 원숭이

사람/인간 (ㄴㅁㅎㄱ) 고슴도치 강

2. 나무늘보 특징 알아보기 

이야기 속에서 나무늘보는 주변 나무들이 기계에 의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긴 잠에 빠집니다.  

나무늘보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털의 표면에 녹조류가 살고 있어서 우기에는 녹색, 건기에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 (ㅂㅎ)색

▶ 나뭇가지에 (ㄱㄲㄹ) 매달려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평균 시속 900m 정도로 이동한다.

▶ (ㄸ) 위에서 잘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헤엄은 잘 합니다. 

▶ 하루에 18시간 정도 나무 위에서 (ㅈ)을 잔다.

▶ 밤에 주로 활동하는 (ㅇㅎㅅ)이며 나무의 새싹•잎•열매 등을 먹는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3. 기계에 의해 파괴되는 숲



나무늘보가 사는 숲은 기계에 의해 조금씩 파괴됩니다. 전기톱과 포크레인을 앞세운 기계는 결국 

숲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무늘보가 사는 숲을 파괴한 것일까요? 인간

이 자연을 파괴하는 사례를 인터넷 등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

→

→

→

4. 인간에 의해 다시 되살아 난 숲 @ 반려식물 심기

모든 생명이 사라진 숲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씨앗을 뿌리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

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마침내 나무늘보도 돌아왔습니다. 

자연이 파괴된 곳에 나무를 심어 환경을 되살리는 캠페인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트리플래

닛>에서는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미세먼지 방지 교실 숲’, ‘MAKE YOUR FARM’, ‘반려나무 입

양 사업’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교실이나 우리 집에 나만의 반려 식물

을 하나 길러보면 어떨까요?                   ▶ 트리플래닛의 다양한 캠페인 참여하기

(https://treepla.net/)

• 트리플래닛 홈페이지에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캠페인/활동을 하나 선택해봅시다.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겠다는 나의 다짐도 함께 적어봅시다. 
→ 참여하고 싶은 활동)
→ 나의 다짐)

5. 친환경 그림책 (그림 오른쪽)

그림책 뒤표지를 보면 책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

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봅시다.

▶ 종이: FSC(ㅅㄹㄱㄹㅎㅇㅎ) 

: 산림의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되는 친환경 인

증▶ 인쇄에 사용된 기름: (ㅋㄱㄹ)

: 인쇄 과정에서 생겨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줄평)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그리고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 것도 결국은 사람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이 책의 저자는 팝업 북을 제작하고, 다양한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
고 있습니다.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는 숲이 사라져 서
식지를 잃은 나무늘보와 다른 동물들을 통해 인간의 무분별
한 욕심이 어떤 피해를 낳게 되는지 잘 보여 주는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예스24 책소개>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아누크 부아로베르•루이 리고 지음> (정답)

1. 숲 속 환경 살펴보기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속에는 어떤 자연 환경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종려)나무 (나무)늘보 (큰부리)새 원숭이

사람/인간 (나무핥기) 고슴도치 강

2. 나무늘보 특징 알아보기 

이야기 속에서 나무늘보는 주변 나무들이 기계에 의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긴 잠에 빠집니다.  

나무늘보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털의 표면에 녹조류가 살고 있어서 우기에는 녹색, 건기에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 (보호)색

▶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평균 시속 900m 정도로 이동한다.

▶ (땅) 위에서 잘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헤엄은 잘 합니다. 

▶ 하루에 18시간 정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

▶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새싹•잎•열매 등을 먹는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3. 기계에 의해 파괴되는 숲



나무늘보가 사는 숲은 기계에 의해 조금씩 파괴됩니다. 전기톱과 포크레인을 앞세운 기계는 결국 

숲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무늘보가 사는 숲을 파괴한 것일까요? 인간

이 자연을 파괴하는 사례를 인터넷 등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

→

→

→

4. 인간에 의해 다시 되살아 난 숲 @ 반려식물 심기

모든 생명이 사라진 숲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씨앗을 뿌리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

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마침내 나무늘보도 돌아왔습니다. 

자연이 파괴된 곳에 나무를 심어 환경을 되살리는 캠페인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트리플래

닛>에서는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미세먼지 방지 교실 숲’, ‘MAKE YOUR FARM’, ‘반려나무 입

양 사업’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교실이나 우리 집에 나만의 반려 식물

을 하나 길러보면 어떨까요?                   ▶ 트리플래닛의 다양한 캠페인 참여하기

(https://treepla.net/)

• 트리플래닛 홈페이지에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캠페인/활동을 하나 선택해봅시다.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겠다는 나의 다짐도 함께 적어봅시다. 
→ 참여하고 싶은 활동)
→ 나의 다짐)

5. 친환경 그림책 (그림 오른쪽)

그림책 뒤표지를 보면 책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

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봅시다.

▶ 종이: FSC(산림관리협의회) 

: 산림의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되는 친환경 인

증

▶ 인쇄에 사용된 기름: (콩기름)

: 인쇄 과정에서 생겨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줄평)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그리고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 것도 결국은 사람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