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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책”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추천한 생물도감! 
아무도 몰랐던 생물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 
알수록 빠져드는 치명적인 반전 매력 속으로

살아남은 생물에게서 발견되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생존 본능입니다. 생물은 다른 생물과 서로 협력하거나 이용하고, 때로
는 흉내 내면서 매일매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라는 건 오직 인간의 관점일 뿐. 한 
걸음 떨어져 얍삽하다고 생각한 생물의 행동은 어딘가 귀엽게 느껴지고, 치열한 모습이 애잔
한 마음마저 일게 만들지요. 어린이들은 언제나 생물의 신비로운 이면에 늘 호기심과 궁금증
을 갖습니다. 이 책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고 신비한 생물의 반전 매력이 가득한 생물
의 세계에 빠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 학년 초등 3학년 이상

수업
연관
단원

 3학년 2학기_9단원: 작품 속 인물이 되어
 3학년 2학기_2단원: 동물의 생활
 관찰하는 즐거움, 조물조물 찰흙 

      -『초등학교 미술3』(동아출판, 단원은 출판사마다 다름)

수업
성취
기준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선·면·형·색·질감·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용할 수 있다.
      [4미02-06]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질문
Ÿ 생물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Ÿ 생존을 위한 생물의 이기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업
기획
의도

<이기적이라 살아남았습니다>는 생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자세하게 담고 있어서 생물 
사전 대신 수업에 활용하기 적합한 도서입니다. 책을 살펴보며 다양한 생물의 생활과 
특징을 알아보고, 생물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탐구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생물을 깊게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책에 
나온 그림을 관찰하여 찰흙으로 동물을 직접 만들고, 퀴즈를 통해 동물의 생활과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삼각책을 만들면서 사는 곳이 비슷한 동물들이 어떤 공
통점이 있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동물학자가 되어 동물의 생존 전략을 직접 탐구함
으로써 직업 체험도 경험하도록 안내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지도안  

1. 수업 개요

국어
과학
미술

국어

과학

미술



2. 수업 과정

1-2차시

제목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동물

성취 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
류할 수 있다.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읽는 분량 읽기 전 활동

학습 목표
1. 동물을 관찰한다.
2. 동물의 특징을 살려 찰흙으로 만든다.

주요 활동

Ÿ 책에 등장하는 생물을 관찰하기
- 책에 등장하는 생물 그림 살펴보아요.
- 인터넷으로 생물의 생김새 관찰해요.

Ÿ 찰흙으로 생물을 만들고 발표하기
- 찰흙으로 생물의 생김새 나타내요.
- 찰흙으로 만든 생물을 친구에게 발표해요.

Ÿ 친구의 발표를 듣고 의견 말하기 

3-4차시

제목 내 이름을 불러줘

성취 기준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

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읽는 분량 읽고 난 후 활동

학습 목표
1. 다양한 동물들의 이름을 책을 통해 알아본다.
2. 동물의 생활과 이름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요 활동

Ÿ 생물의 이름과 친해지기
- 책 목차에서 생물의 이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요.

Ÿ 생물 이름 맞히기 퀴즈 참여하기
- 초성을 보고 생물의 이름을 유추해서 맞혀요.
- 초성으로 맞히기 어려우면 생물의 특징을 힌트로 제시해요. 

Ÿ 이름과 특징의 관계를 생각하기



5-6차시

제목 내 모습을 기억해줘

성취 기준

[4과03-01] 여러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4미02-04] 표현 방법과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선·면·형·색·질감·양감 등)의 특징을 탐

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용할 수 있다.

읽는 분량 읽고 난 후 활동

학습 목표
1. 책을 읽고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2. 책에서 동물을 선택해서 삼각책을 완성한다.

주요 활동

Ÿ 생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 생물의 특징을 찾아서 정리해요.
- 생물의 종류 또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해요.

Ÿ 생물 삼각책 만들고 발표하기
  - 삼각책 학습지 기준에 따라 생물을 나눠서 작성해요.
  - 책을 참고해 생물을 그리고 삼각책을 완성해요.
Ÿ 친구들의 생물 삼각책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7-8차시

제목 오늘은 내가 동물학자!

성취 기준
[4국03-03] 자신의 관심과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환경과 연관 지어 설
명할 수 있다.

읽는 분량 읽고 난 후 활동

학습 목표
1. ‘동물학자’ 직업을 탐구한다.
2. 동물의 생존 전략을 글로 표현한다.

주요 활동

Ÿ 동물학자 직업 탐구하기
 - 동물학자가 하는 일을 예상해보아요.
 - 동물학자가 하는 일을 직접 조사해보아요.
 - 동영상을 보며 활동지에 빈칸 문제를 해결해요.

Ÿ 동물학자 직업 체험하기 
- 생물의 생존 전략을 탐구해보아요.
- 책 내용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Ÿ 동물학자가 하는 일 정리하기



 

 

 
                                                

           

             

5-6차시 활동지
      이기적이라 살아남았습니다

    내 모습을 기억해줘!
3학년 (  )반

이름 (         )



7-8차시 활동지
      이기적이라 살아남았습니다

    나는야 동물학자!
3학년 (  )반

이름 (         )

 첫 번째 동영상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1. 동영상 속 극지연구소 동물 생태학자는 매년 (      )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2. 매년 남극을 오가며 그 곳의 (      )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합니다.

3. 인간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     )를 찾기 위해 연구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1. 침팬지의 친구 (          )은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2. 그는 (       )에서 침팬지를 연구하여 침팬지의 습성을 발견했습니다.

3. 그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      )이 잘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동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1. 동물학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2. 동물학자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끈끈이주걱  ) 연구 보고서
연구자 (  김00  )

연구 주제 끈끈이주걱이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
연구 내용

끈끈이주걱 잎에는 보들보들한 샘털이 달려 있다. 이 털끝에는 달콤한 향이 나는 끈끈한 액체가 묻
어 있는데 꿀처럼 보인다. 곤충은 꿀이라고 생각하여 점액에 달라붙어 도망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곤충을 잡아먹는다.

연구 의견
끈끈이주걱의 점액은 놀랍다. 달콤한 냄새로 먹이를 유인한 다음 끈적한 점액으로 먹이를 붙잡는 
방법이 매우 영리하다. 

(           ) 연구 보고서
연구자 (        )

연구 주제  

연구 내용(글과 그림)

연구 의견

3. 책 『이기적이라 살아남았습니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 중 한 동물을 선택하여 동물학자
가 되어 동물에 관해 연구보고서를 써봅시다.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