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관찰 계획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먹는 먹이를 골라 

화살표에  표 해 봅시다.

예시

(1)

(3)

(2)

02

배추흰나비 애벌레

배추흰나비 애벌레

배추흰나비 애벌레

배추흰나비 애벌레

무

배추

초콜렛

케일



1  관찰 계획서를 쓰고, 준비물 준비하기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전 관찰 계획서를 쓰고, 배추흰나비

를 기를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봅시다.

먹이

사육 상자

방충망 휴지

고무줄

분무기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면 

관찰하기 좋아~

나는 알이나 

애벌레를 

보호하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탐구력

배추흰나비알은 배추밭, 무밭, 양배추밭, 케일밭, 유채밭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추흰나비알을 채집하여 직접 기르면서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를 알아볼까요?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알, 새끼)을 남기는 과정을 

동물의 한살이라고 합니다.

모기약은

사육 상자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배추흰나비를 기르지 않고 자연 상태에

서 한살이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요.

●  배추밭이나 유채밭에 2￣3일에 한 번

씩 찾아가서 관찰해요.

●  학교 화단에 케일밭을 만들어 배추흰나

비가 낳은 알을 관찰해요.

보충!!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먹을 배추나 

무, 양배추, 케일 등을 

심은 화분이 필요해.



2  사육 상자 꾸미기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배추흰나비를 기를 사육 상자를 꾸며 봅시다.

사육 상자를 준비

하고 바닥에 휴지

를 깝니다.

사육 상자에 배추

흰나비알이 붙어 

있는 케일 화분을 

넣습니다.

사육 상자에 방충망을 씌우고, 고무줄

로 입구를 묶어 줍니다.

휴지

휴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넣으면 

사육 상자 안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

사육 상자는 

준비물을 이용해 

이렇게 만들어.

배추흰나비알

고무줄

방충망

3  배추흰나비를 관찰하여 

관찰 기록장 쓰기

배추흰나비를 한 달 정도 기르면서 생김

새, 크기, 움직임 등을 관찰하여 관찰 기

록장에 기록합니다.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2탐구력

알이나 애벌레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알이나 애벌레를 손으로 만졌을 때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에는 알이나 

애벌레가 붙은 잎을 함께 옮기고 

손으로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배춧잎 

등을 애벌레 앞에 놓아 애벌레가 스스로 

기어오르도록 합니다. 사육 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찰 계획서와 관찰 기록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3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지 정합니다.

4 관찰 기록장에 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맨눈이나 돋보기로 

관찰합니다.

사진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를 이용하여 크기 변화를 

측정합니다.

1 관찰 기간과 기를 장소, 먹이 

등을 적습니다.

2 생김새, 움직임, 크기 등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적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꾸민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 봅시다.

다음은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⑴ 사육 상자 주변에 모기약을 뿌려줍니다. ( )

⑵ 자를 이용하여 애벌레의 크기 변화를 측정합니다. ( )

⑶ 배추흰나비알에서 애벌레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합니다. ( )

⑷ 배추흰나비알이나 애벌레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 )

오른쪽은 대한이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고 관찰 

기록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동물의 한살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동물의 :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관찰하기

① 필요한 것: 먹이, 사육 상자, 방충망, 휴지, 분무기, 고무줄 등

② 주의할 점: 알이나 애벌레는 만지지 않고, 사육 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관찰하고 기록할 것: 배추흰나비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생김새와 크기, 움직임, 먹이

를 먹는 모습 등

동물의 한살이는 동물이 태어나서 

( )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관찰 계획

 바른 답 확인하기 8쪽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먹는 먹이를 골라 

화살표에  표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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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계획서를 쓰고, 준비물 준비하기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전 관찰 계획서를 쓰고, 배추흰나비

를 기를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봅시다.

먹이

사육 상자

방충망 휴지

고무줄

분무기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면 

관찰하기 좋아~

나는 알이나 

애벌레를 

보호하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탐구력

배추흰나비알은 배추밭, 무밭, 양배추밭, 케일밭, 유채밭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추흰나비알을 채집하여 직접 기르면서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를 알아볼까요?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알, 새끼)을 남기는 과정을 

동물의 한살이라고 합니다.

모기약은 

사육 상자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배추흰나비를 기르지 않고 자연 상태에

서 한살이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요.

●  배추밭이나 유채밭에 2￣3일에 한 번

씩 찾아가서 관찰해요.

●  학교 화단에 케일밭을 만들어 배추흰나

비가 낳은 알을 관찰해요.

보충!!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먹을 배추나 

무, 양배추, 케일 등을 

심은 화분이 필요해.

Q2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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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 상자 꾸미기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배추흰나비를 기를 사육 상자를 꾸며 봅시다.

사육 상자를 준비

하고 바닥에 휴지

를 깝니다.

사육 상자에 배추

흰나비알이 붙어 

있는 케일 화분을 

넣습니다.

사육 상자에 방충망을 씌우고, 고무줄

로 입구를 묶어 줍니다.

휴지

휴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넣으면 

사육 상자 안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

사육 상자는 

준비물을 이용해 

이렇게 만들어.

배추흰나비알

고무줄

방충망

3  배추흰나비를 관찰하여 

관찰 기록장 쓰기

배추흰나비를 한 달 정도 기르면서 생김

새, 크기, 움직임 등을 관찰하여 관찰 기

록장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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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2탐구력

알이나 애벌레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알이나 애벌레를 손으로 만졌을 때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에는 알이나 

애벌레가 붙은 잎을 함께 옮기고 

손으로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배춧잎 

등을 애벌레 앞에 놓아 애벌레가 스스로 

기어오르도록 합니다. 사육 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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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계획서와 관찰 기록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3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지 정합니다.

4 관찰 기록장에 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맨눈이나 돋보기로 

관찰합니다.

사진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를 이용하여 크기 변화를 

측정합니다.

1 관찰 기간과 기를 장소, 먹이 

등을 적습니다.

2 생김새, 움직임, 크기 등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고 

싶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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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과 같이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꾸민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 봅시다.

다음은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관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⑴ 사육 상자 주변에 모기약을 뿌려줍니다. ( × )

⑵ 자를 이용하여 애벌레의 크기 변화를 측정합니다. ( )

⑶ 배추흰나비알에서 애벌레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합니다. ( )

⑷ 배추흰나비알이나 애벌레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 × )

오른쪽은 대한이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고 관찰 

기록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동물의 한살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바른 답 확인하기 8쪽 정답 확인

동물의 한 살 이 :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관찰하기

① 필요한 것: 먹이, 사육 상자, 방충망, 휴지, 분무기, 고무줄 등

② 주의할 점: 알이나 애벌레는 만지지 않고, 사육 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관찰하고 기록할 것: 배추흰나비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생김새와 크기, 움직임, 먹이

를 먹는 모습 등

동물의 한살이는 동물이 태어나서 

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장하여 자손을 남

 ( 사육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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