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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에나방의 한살이 과정

 	 누에나방은	알	→	애벌레(누에)	→	번데기	

→	나방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으로,	

한살이	기간은	약	40일	정도이다.	누에나방

의	알은	12일	만에	부화하며,	애벌레는	뽕잎

만	먹고	자란다.	애벌레는	약	25일	동안	4회	

허물을	벗으며	80mm까지	자란다.	5령의	애

벌레는	1,500m	정도의	실을	뽑아	고치를	만

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로	된

지	1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온다.	나방은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한다.	암

컷은	400~5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4~5일	

정도를	더	살다가	죽는다.	

	

3. 누에의 이용

	 누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단실과	번

데기뿐만이	아니다.	누에의	똥은	가축	사료,	

발근	촉진제,	녹색	염료,	활성탄	제조	및	연

필	심	제조	등에	쓰인다.	번데기는	식용과	사

료,	고급	비누,	식용유	등의	원료로	쓰인다.	

또,	누에의	몸에서	길러진	버섯인	동충하초

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고급	약재로	이용하고	있다.	

  교 과 서_ 122~123 쪽

  실험 관찰_ 49~50쪽

11
차 시

 마무리

 ‘되짚어 보기’에서는 동물의 한살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동물의 한살이란 일생을 말하는 것으

로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한다. 곤충의 경우, 대부분 성충이 된 후 알을 낳고 죽기 때문

에 알에서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과정을 한살이로 본다.

 동물의 한살이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이다. 동물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는 새

끼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동물이 자라는 과정과 기간 또한 동물마다 다르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 과정

과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되짚어 보기

누에나방의 한살이 과정

알

고치
번데기

성충

부화

고치

애벌레

애벌레

동충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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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물음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아 괄호 안에 써 봅시다.

   <보기> 동물의 한살이 / 완전 탈바꿈 / 불완전 탈바꿈 / 사육 상자 / 곤충

(1)  곤충의 성장 과정 중의 하나로 알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되는 현상을 무엇

이라고 하나요? (  )

(2)  동물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치며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무엇이라

고 하나요? (  )

(3)  몸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가슴에는 다리 세 쌍이 있는 동물을 무엇이라고 하

나요? (   )

[출제 의도] 동물의 한살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들과 곤충의 정의를 알아보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해답] (1) 완전 탈바꿈  (2) 동물의 한살이  (3) 곤충

[문제2] 개와 개구리의 한살이 과정을 비교하여 보고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출제 의도] 개와 개구리의 한살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차이를 묻는 문제를 통하여 동물에 따라 한

살이가 다름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해답] 한살이 기간이 다르다, 개는 탈바꿈을 하지 않는데 개구리는 탈바꿈을 한다, 개는 새끼를 낳

고 개구리는 알을 낳는다, 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만 개구리는 먹이지 않는다.

[보충 설명] 이 단원에서 생길 수 있는 오개념으로는 ‘애벌레는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지 않으며, 

다리도 많이 있으니 곤충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곤충의 새끼면 당연히 곤충이

어야 한다. 애벌레의 생김새 역시 성충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가슴 부

분에는 3쌍의 다리가 있다. 배에 있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다리처럼 변한 빨판이다. 애벌레의 이름

도 배추흰나비, 호랑나비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을 선택하여 그 동물의 한살이 과정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한 가지 이상의 동물을 정하여 그 동물을 직접 기르면서 한

살이 과정을 관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과학적인 사실과 느낀 점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런 주제의 글쓰기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 서로 다른 동물의 한살이 과정을 발표하는 과

정에서 동물마다 한살이 과정과 기간 및 기르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동물을 기

르면서 관찰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동물은 무섭고, 지저분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

니라,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때로는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동물을 아끼

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하였다.

[예시] 호랑나비의 한살이 관찰 

저는 호랑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호랑나비 알은 인터넷을 통해 먹이와 함께 구입

했으며, 먹이는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했습니다. 알을 직접 채집할 때는 탱자나무, 귤나무, 산초나무 등 

먹이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은 1mm 정도로 작았으며, 연한 노란색

을 띠고 있었습니다. 알을 가져온 지 5일째 되는 날 알껍질을 뚫고 작은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애벌레

는 노란색이었으며, 온몸이 가는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갓 나온 애벌레는 알껍질을 갉아먹었습니다. 

애벌레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의 색깔과 모양이 새똥처럼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나 다른 천

적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벌레는 허물을 벗으며 자라는데 허물을 3회 벗을 때까

지 새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벌레는 4번째 허물을 벗고 나서 진한 녹색으로 변했고, 몸길

이가 45mm까지 자랐습니다. 애벌레를 만지면 머리에서 냄새나는 노란 뿔이 나옵니다. 애벌레가 된 지 

24일이 지나자 더 이상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애벌레는 먹이로 준 잎 뒷면에 몸을 붙이고 번데기로 

변했습니다. 번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먹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번데기가 된 지 18일째 되는 날 번데

기의 등껍질이 갈라지고 나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에서 갓 나온 나비는 날개가 쭈글쭈글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날개가 펴지고 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호랑나비는 3쌍의 다리와 2쌍의 날개 그리고 1쌍의 더듬이가 있었습니다. 또, 대롱 모양의 입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랑나비를 기르면서 호랑나비도 배추흰나비처럼 알  애벌레  번데기  성

충의 과정을 거치며 자란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곤충이나 거미 등 작은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

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