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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 시
10(2)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 현황

(3)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 함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

종 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동식물

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①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 위기종 국제 거

래 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②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 위기

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 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③  멸종 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 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종으로서, 멸종 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

(4) 국제적 멸종 위기종 현황

마무리

•�우리�주변에�있는�동물의�생김새가�다양한�것은�사는�곳의�환경�조건이�반영되었음을�생각하게�한

다.�다양한�동물의�생김새를�공통점과�차이점을�기준으로�분류할�수�있는�능력을�기르게�한다.

•�동물은�물이나�땅�등�여러�곳에서�살며,�사는�곳에�따라�일정한�생김새의�공통점이�있다는�것을�알

도록�한다.

•�동물은�사는�곳의�환경�조건에�따라�환경에�적응한�생김새를�나타내고�있다는�것을�생각하게�한

다.�특히,�동물이�살아가기�힘든�특수한�환경에서도�그�환경에�적응한�동물이�살아가고�있음을�알�

수�있게�한다.

되짚어 보기

자료: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교과서_ 78~79쪽

실험 관찰_ 33~34쪽

구분 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계 1,153 575 321 257

동물

포유동물(고래목)� 330(22) 197(21) 66(1) 67

조류 380 166 65 149

파충류 172 62 77 33

양서류 20 9 11 -

판새어류 3 - 3 -

어류 12 7 5 -

폐어류 2 1 1 -

해삼류 1 - - 1

거미류 6 - 6 -

곤충류 12 4 8 -

거머리류 1 - 1 -

이매패류 31 26 5 -

복족류 3 1 2 -

산호류 4 - 4 -

히드라충류 2 - 2 -

식물 174 102 65 7

기준 구분
포유 

동물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

동물

육상 

식물
해조류

221종 전체 22종 61종 4종 2종 18종 20종 29종 64종 1종

50종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Ⅰ급
12종 13종 1종 - 6종 5종 5종 8종 -

171종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Ⅱ급
10종 48종 3종 2종 12종 15종 24종 56종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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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동물은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가 다릅니다.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특징을 한 가지씩 써 

봅시다.

[출제�의도]�

동물의 사는 곳에 따라 동물의 공통된 생김새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해답]

[문제 2] 다음 중 사는 곳이 다른 동물과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① 말             ② 호랑이             ③ 개             ④ 고래             ⑤ 뱀

[출제�의도]�

동물이 사는 곳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개인 수준의 문제이다.

[해답]�

④�고래는�젖먹이�동물이지만�물속에서�산다.

[문제 3]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당한 것을 세 가지만 써 봅시다.

[출제�의도]��

동물을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분류할 때 적합한 분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적용 능

력에 대하여 묻는 문제이다.

[해답]�

다리의�수,�눈의�수,�먹이의�종류,�사는�곳�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찰해 보고, 그 동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

을 써 봅시다.

[출제�의도]��

‘동물의 세계’ 단원은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고 비교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동물을 선택하여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여 이것을 발표해 보는 활동은 동물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과학 글쓰기 주제로 선정하였다.

[예시�답안]

나는�학교�화단에서�꿀벌을�관찰했다.

꿀벌의�몸은�다른�곤충들처럼�머리,�가슴,�배로�구분되고,�온몸은�노란색�털로�덮여�있다.�머리에는�한�

쌍의�더듬이와�겹눈이�있다.�가슴에는�여러�개의�마디로�된�세�쌍의�다리와�투명한�막처럼�된�두�쌍의�날

개가�있다.�배는�마디로�되어�있는데�끝에�뾰족한�침이�있다.

꿀벌은�이�꽃과�저�꽃을�쉬지�않고�부지런히�옮겨�다니는데,�날�때�‘윙윙’하는�날갯짓�소리가�났다.

백과사전을�찾아보니�꿀벌은�여왕벌,�수벌,�일벌로�구분되며,�꽃을�옮겨�다니며�꿀과�꽃가루를�모으

는�것은�암컷인�일벌이라고�한다.�일벌이�가지고�있는�벌침은�알을�낳을�때�쓰는�산란관인데,�꿀벌은�오

직�여왕벌만이�알을�낳을�수�있다고�한다.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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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속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동물

특징
헤엄치기�쉽도록�몸이

유선형이다.
대체로�걸어다닌다. 날개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