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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카무의 모험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국어(말하기,듣기) 

•대단원   4. 인물과 하나 되어

•소단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말하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51

수업활용 Tip 

•학   년   4학년 2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1. 동물의 생김새

•소단원   동물의 종류, 동물이 사는 곳과 생활 방식

간자와 도시코 글/ 야마다 사부로 그림/ 권위숙 옮김/ 184쪽/ 8,000원

불의 산 기슭에 사는 꼬마 카무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생명의 풀을 구하기 위해 불의 산 괴물 가무리

이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하지만 카무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카무는 무사히 모험

을 끝낼 수 있을까?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2 국어(말하기,듣기)  

4. 인물과 하나 되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말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인물이 한 일과 그때의 마음을 파악해요.

꼬마 카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카무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이었을까요?

② 나라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아요.

만약 여러분이 꼬마 카무라면 병약한 어머니와 하얀 고래로 변한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분이 카무라면 부모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카무는 숲 속을 다닐 때는 숲 속 동물들과 바다를 갈 때면 바닷속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위험에 닥친 카무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요. 동물 친구들이 카무를 도와준 이유는 무엇일까요?(추론적 문제 해

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4-2 과학 

1. 동물의 생김새 

(동물의 종류, 동물이 사는 곳

과 생활 방식)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동물의 종류를 분류해요.

꼬마 카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곤경에 빠트리기도 했던 동물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눠 보세요.

기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따른 분류 

  
몸 크기에 따라 

큰 것:

작은 것:

몸을 덮고 있는 표면의 특징에 따라

털로 덮인 동물:

깃털로 덮인 동물:

미끈미끈한 동물:

헤엄을 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헤엄을 칠 수 있는 동물:

헤엄을 칠 수 없는 동물:

여러분이 기준을 정해 보세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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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카무의 모험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4-2 과학 

1. 동물의 생김새 

(동물의 종류, 동물이 사는 곳

과 생활 방식)

② 동물이 사는 곳과 생활 방식을 알아보아요.

꼬마 카무의 모험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사는 곳과 생활 방식을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카무의 모험 중에서 카무의 용기가 빛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고 왜 그 장면에서 카무의 용기가 가장 빛났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동물이 사는 곳 동물 종류 생김새와 특징

하늘을 나는 동물

땅 위에 사는 동물

물 속에 사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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