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지숙

『짱과 야생곰 소리아』
(짜응 응우엔 글/찌뜨 주옹 그림/북드림아이)

책과의 첫 만남   
µ 동물과 관련한 직업들로 빙고를 해볼까요?아래 보기를 참고해서 빙고를 해봅시다.

수의사, 핸들러(도그쇼, 경찰견), 반려견 미용사, 안내견 훈련사, 말 관리사, 도그워커,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자, 반려동물 입양상담사, 펫시터, 동물가게주인, 반려동물 초상화가, 

반려동물 사진작가, 동물배우 기획자, 야생동물다큐멘터리 제작자, 야생동물보호활동가, 

해양생물학자, 기마경찰, 사육사, 동물학자, 곤충학자, 동물보호감시원, 반려견호텔종업원, 

조류학자, 낙농업자, 동물생태해설사, 밀엽감시관, 야생동물재활사, 야생생물학자
[참고:동물이 좋다면 이런직업!/스티브 마틴/한솔수북]

 µ 표지 보며 이야기 예측하기  

카드뉴스로 보는 책(QR 코드를 검색해보세요.)

1. 누가 보이나요? 

2. 표지에 보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

까요? 

3.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보니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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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으로(1) 
µ 곰?곰! 곰! 전 세계 곰은 8종이래요. 책 속 곰들의 이름을 찾아 볼까요?

아메리카 흑곰, 북극곰, 말레이곰(태양곰), 아시아 흑곰(반달가슴곰), 

판다, 안경곰, 느림보곰, 불곰(큰곰), 

  

µ 책 속에서 구조된 곰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곰들을 보

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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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으로(2) 
µ 베트남 곰 관찰해보기

아시아 흑곰(반달 가슴곰) 특징 말레이곰(태양곰)

가슴 털 모양

털 길이

키

발톱 모양

특징

µ [빈 칸 채우기]
소리아와 같은 말레이 

곰을 ‘숲의 □□’ 또는 

‘숲의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연 

□□□를 좀 더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레이 곰은 꿀을 찾느

라 나무타기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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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으로(2)
예시답안 

µ 베트남 곰 관찰해보기

아시아 흑곰(반달 가슴곰) 특징 말레이곰(태양곰)

가슴부분에 흰색이나 노란색

의 V자 무늬가 있음.
가슴 털 모양

노란 색이나 주황색의 U자 

무늬가 있음.

긴 털 털 길이 짧은 털

1.3~1.9 미터의 큰 키 키
1.2미터 정도의 작은 키

곰과에서 가장 작은 종

길고 날카로운 발톱 발톱 모양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발톱, 

털이 없는 발바닥

특징

나무타기 선수(꿀찾기 위

해)

잡식성(곤충, 알, 꿀, 열

매, 나무 뿌리, 파충류, 

새, 개미 등)

코코넛을 아주 좋아함.

µ [빈 칸 채우기]
µ 소리아와 같은 말레이 

곰을 

‘숲의 의사’ 또는 ‘숲의 정

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

다. 자연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

다. 

말레이 곰은 꿀을 찾느라 

나무타기에 정말 능숙 하

기 때문에 ‘꿀곰’이라는 별

명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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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로(1)
µ 내가 만약( If~)

µ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가 되려면?
* 다양한 야생 동물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해요.
*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날마다 운동해요.
*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며 도감을 만들고, 그림도 많이 그려요.
* 야생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여러 동물의 삶을 배워요.
* 다른 동물을 연구하는 동료와 외국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요.

µ 야생 동물 보호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밀렵꾼의 습격을 받아 어미를 잃거나, 야생에서 활동하며 다치는 야생 동물은 늘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물 보호 활동가는 쉴 틈 없이 일해요.
너무 바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고통받는 동물들을 생각하며 힘을 낸답니다!
* 야생 동물 구조 보존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마련해요.
* 야생 동물이 야생성을 되찾도록 먹이를 숨긴 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해요.
*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고 약을 먹여요.
*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강의도 해요.
* 보호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서 후원금을 모금해요.

1) 나는 어떤 동물 활동가가 되고 싶나요?그 이유도 적어볼까요? (2021년 골드만환경상을 

받은 분은 ‘천산갑’을 연구하셨대요. QR코드를 보면서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들을 골라볼까요?)

  

나는 (           )동물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이유를 적어주세요)

2) 이 책 속 주인공 ‘짱’의 말하는 덕목(미덕/가치)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덕목 중에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나는 이 미덕을 빛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다짐)를 적어봅시다. (참고자료: 학토재 스물네 가지 덕목)

 

예] 선택한 미덕 : 효도

이 책은 효도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

기해주고 있어. (이유)
나도 이 책 속 주인공처럼 효도의 미덕을 깨워서 부모님

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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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로(2)
1) 내가 보호하고 싶은 동물 특징을 담은 보호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2) 아래 마크들은 어떤 로고들일까요? 숲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단체 로고

입니다. 나만의 환경단체 로고를 만들어볼까요?

로고그림

로고그림

단체 이름:Wild Act(와일드액트) 단체 이름

로고 설명: 2015년에 설립된 베트남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자연환경보호 단체.

와일드 액트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이 멸종 위기 

종들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

자연(코끼리, 오랑우탄)과 사람(손)이 자연(나

무)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표현했음.

로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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