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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채소일까? 과일일까?

  

 핵심 주제 

  • 식물       • 음식       • 역사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바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바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3-4학년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4과05-01]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배경 지식 떠올리기

• 셔츠 무늬 꾸미기
• 토마토의 종류와 쓰임

• 토마토 카나페 만들기

• 토마토 재판

• 토마토의 재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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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배경 지식 떠올리기
  학년  반   번

이름

 ‘토마토’를 먹어 본 경험을 떠올려 토마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모양, 색
 일반 토마토: 
둥글납작하다.
방울토마토: 조금 길쭉하고 
아랫부분이 뾰족하다. 대체로 
빨간색이나 노랑, 주황, 초록 
등 색이 다양함. 꼭지는 
초록색.

                        

촉감

 매끈매끈하다. 
탱글탱글하다. 누르면 조금 
물컹하다

  

                  

맛

 조금 시큼하다. 풋풋한 
맛이 난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달콤한 맛도 난다. 과즙이 
많다.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

 파스타, 샐러드, 피자, 
스테이크, 주스, 카나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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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셔츠 무늬 꾸미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의 속지처럼 채소나 과일 모양을 이용해 셔츠의 무늬를 꾸며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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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토마토 재판
  학년  반   번

이름

 미국에서 토마토 재판이 열리게 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오랜 옛날,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채소를 사들이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토마토를 사 와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토마토가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라고 
주장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써 봅시다.

주장: 토마토는 과일이다! 

 과일이란 씨가 있는 열매를 뜻하며 토마토에는 씨가 있다.
과일은 나무와 같이 여러 해를 사는 식물에서 열리는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토마토도 
여러 해를 산다.

주장: 토마토는 채소다! 

 토마토는 호박이나 감자처럼 밭에서 나며 주로 요리해서 먹으니까 채소다.
채소는 밭에서 한 해만 사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가 한 해만 살며, 채소들은 
맛이 쓰거나 달지 않아서 주로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데, 토마토도 주로 요리를 해서 
먹기에 채소다.

 토마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생각과 그 근거를 써 봅시다.

토마토는                  (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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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토마토의 재배 역사
  학년  반   번

이름

 토마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식물이 되었는지 토마토의 재배 
역사에 대해 정리하여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고원
새와 동물들이 
토마토를 따 

먹고 멀리 가서 
똥을 누었다

멕시코

 야생에서 자란 토마토는 
여러해살이 식물이었다.
 열매는 아주 작고, 껍질도 
두꺼웠다.

 멕시코 사람들은 토마토가 
‘불룩해지는 과일’이라는 뜻의 

토마틀 (이)라고 불렀다.
➡

유럽 토마토의 모양, 
크기, 색깔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유럽에 건너간 
토마토의 다양한 이름

  멕시코에 온 

스페인  사람들이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갔다.

  이탈리아는 ‘황금의 사과’라는 

뜻으로 뽀모도로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사랑의 사과’라는 
뜻으로 뽐 다무르, 

러브 애플 (이)라고 불렀다.

➡ ➡

토마토를 먹지 않은 
유럽 사람들

토마토가 유럽으로 

건너간 지 200 년 후
토마토 수확량을 

늘린 방법

유럽 사람들은 토마토 
꽃과 열매를 보고 
독이 있는 식물 

만드라고라 (을)를 

떠올려 먹지 않고, 
기르기만 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자,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토마토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다.

  꽃가루를 즐겨 

먹는 뒤영벌 의 

도움으로 토마토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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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토마토의 종류와 쓰임
  학년  반   번

이름

 미국에서 열린 토마토 재판의 결과와 그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결과 토마토는 채소다.

근거
다른 과일처럼 후식으로 먹기보다 주로 샐러드나 요리로 만들어 먹기 
때문이다.

 다음 토마토의 종류와 쓰임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 ⚪

요리용 토마토
피자,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 때

⚫ ⚪
줄무늬 토마토

주로 샐러드를 만들 때

⚫ ⚪

자두형 토마토
요리할 때나 

케첩을 만들 때

⚫ ⚪

통조림용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나 

캔 토마토를 만들 때

⚫ ⚪
스테이크용 토마토

스테이크 요리에 곁들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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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토마토 카나페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토마토를 이용하여 카나페를 만들어 보세요. 카나페 만드는 방법을 잘 살펴본 뒤
   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봅시다.

토마토 카나페 만드는 법
 

https://youtu.be/KuIJUhbQv98



1. 크래커, 참치, 마요네즈, 치즈, 
오이, 토마토를 준비합니다.

2. 참치는 기름을 뺀 후 
마요네즈에 버무리고, 오이와 
토마토, 치즈는 썰어 
준비합니다.

3. 크래커 위에 4등분 한 치즈를 
비스듬하게 올립니다.

4. 치즈 위에 썬 오이를 
올립니다.

5. 오이 위에 마요네즈에 버무린 
참치를 얹습니다. 

6. 참치 위에 썰어둔 토마토를 
올려줍니다.

필요한 재료 준비할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