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인간 윤봉구』는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소년이 겪는 가슴 찡한 성장을 담은 작품이며 ‘복제
인간’을 다룬 국내 최초의 SF 성장소설이다. 어느 날 우편
함에서 발견된 ‘나는 네가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편지 한 통은 애써 힘들게 지켜 온 가족의 평화를 깨
뜨린다. 

<예스24 책소개>

대사(쪽수) 행동(쪽수) 어떤 성격인가요?

윤봉구
(복제인간)

윤민구
(봉구의 형)

엄마
(천재 과학자)

사장님
(진짜루 사장)

순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 
쪽수

1 이모 이모가 엄마를 도와 복제인간을 만들게 되면서 98

2 형과 나 30

3 146

4 57

<복제 인간 윤봉구, 임은하 글> 

1.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책에는 윤봉구의 비밀을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윤봉구와 똑같이 생긴 
형 윤민구, 윤봉구를 만든 과학자 엄마 ‘진짜루’ 자장면 가게의 사장님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이

야기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사와 행동을 찾아봅시다. 

2.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한 명 씩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비밀이 퍼져   
나갔는지 책을 읽으며 확인해봅시다. 



3. 복제인간 찬반 토론
여러분은 복제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책을 읽으며 복제인간에 대한 다양한 토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토론 주제 1) 내가 윤봉구의 엄마처럼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누군가를 
복제하고 싶은가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복제할 것이다 vs 복제하지 않을 것이다>

* 토론 주제 2) 윤봉구의 형처럼 심장이 안 좋은 경우 복제인간의 장기(심장 등)를 이용하여 치료
(예 봉구의 심장을 형에게 이식하는 방법)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인간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치료 목적의 인간복제에 대해 찬성한다. vs 찬성하지 않는다.>

* 토론 주제 3) 기자였던 진짜루 사장님은 조사를 통해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특종으로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윤봉구의 비밀을 알게 된 기자라면, 이 사실
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기자로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vs 봉구를 생각해 알리지 않아야 한다.>

4. 뒷이야기 상상하기
<복제인간 윤봉구>는 현재 4권까지 나온 시리즈 책입니다. 1권 마지막에 누군가 “윤봉구, 너 복제
인간이지? 다 알아” 라는 편지를 남기며 2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복제인간 윤봉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비밀은 과연 누구까지 알게 될 것인지.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뒷이야기 줄거리>

한줄평) 복제인간의 비밀을 둘러싼 유쾌 상쾌 이야기, 복제인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복제인간 윤봉구』는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소년이 겪는 가슴 찡한 성장을 담은 작품이며 ‘복제
인간’을 다룬 국내 최초의 SF 성장소설이다. 어느 날 우편
함에서 발견된 ‘나는 네가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편지 한 통은 애써 힘들게 지켜 온 가족의 평화를 깨
뜨린다. 

<예스24 책소개>

대사(쪽수) 행동(쪽수) 어떤 성격인가요?

윤봉구
(복제인간)

윤민구
(봉구의 형)

엄마
(천재 과학자)

사장님
(진짜루 사장)

순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 
쪽수

1 이모 이모가 엄마를 도와 복제인간을 만들게 되면서 98

2 형과 나 엄마의 컴퓨터에서 엄마와 이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고 30

3 사장님 기자였던 사장님이 봉구/민구/엄마의 조사를 하다가 146

4 강소라 운동장에서 봉구와 민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57

<복제 인간 윤봉구, 임은하 글> <정답>

1.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책에는 윤봉구의 비밀을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윤봉구와 똑같이 생긴 
형 윤민구, 윤봉구를 만든 과학자 엄마 ‘진짜루’ 자장면 가게의 사장님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이

야기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사와 행동을 찾아봅시다. 

2.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한 명 씩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비밀이 퍼져   
나갔는지 책을 읽으며 확인해봅시다. 



3. 복제인간 찬반 토론
여러분은 복제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책을 읽으며 복제인간에 대한 다양한 토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토론 주제 1) 내가 윤봉구의 엄마처럼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누군가를 
복제하고 싶은가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복제할 것이다 vs 복제하지 않을 것이다>

* 토론 주제 2) 윤봉구의 형처럼 심장이 안 좋은 경우 복제인간의 장기(심장 등)를 이용하여 치료
(예 봉구의 심장을 형에게 이식하는 방법)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인간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치료 목적의 인간복제에 대해 찬성한다. vs 찬성하지 않는다.>

* 토론 주제 3) 기자였던 진짜루 사장님은 조사를 통해 윤봉구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특종으로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윤봉구의 비밀을 알게 된 기자라면, 이 사실
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기자로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vs 봉구를 생각해 알리지 않아야 한다.>

4. 뒷이야기 상상하기
<복제인간 윤봉구>는 현재 4권까지 나온 시리즈 책입니다. 1권 마지막에 누군가 “윤봉구, 너 복제
인간이지? 다 알아” 라는 편지를 남기며 2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복제인간 윤봉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비밀은 과연 누구까지 알게 될 것인지.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뒷이야기 줄거리>

한줄평) 복제인간의 비밀을 둘러싼 유쾌 상쾌 이야기, 복제인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