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2. 여러 가지 생물 분류하기

개념 역 ●`여러 가지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의 필요성과 분류의 편리함

을 안다.

과정 역 ●`분류 기준을 세워 생물을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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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친구 찾기
기준제시 안하고 차이점 찾기

객관적인 분류 기준 찾기

생활에서 분류가 필요한 예 알아보기

분류의 편리성 알기

자유롭게 기준을 세워 생물 분류하기

객관적인 생물 분류 기준 알아보기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는 기준 알기

슈퍼마켓의 물건, 도서실의 책, 백화

점의 옷, 약국의 약 분류, 그릇 가게

의 그릇, 우리 집 장롱 속의 옷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

리하기 편리하다. 각 물건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비교하기

쉽다. 등

동물－개구리, 사람, 돼지, 개, 토

끼, 오징어 등

식물－개나리, 벼, 갈대, 소나무,

봉숭아 등

동물의 특징－스스로 움직일 수 있

다. 다른 생물을 통해 양분을 얻

는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식물의 특징－스스로 움직이지 못

한다.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반

응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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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주변 물건 분류

사례

3. 생활 분류 기준 토의

4. 동물과 식물로

분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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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제 2. 여러 가지 생물 분류하기

1차시에서 만든
생물 카드
(모둠별)

숙제(개인별)
생활 주변에서 물건을 분
류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
해 온 자료 (미리 과제로
부여한다.)

1. 분류 기준 알아내기

교사가 두 그룹으로 분류한 몇 명의 학

생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2. 그 밖의 분류 기준을 세워 친구들을 분

류하고, 분류 기준을 말하게 한다. 

3. 학생들이 친구들을 분류한 기준에서

나누는 사람에 따라 분류한 결과가 다

를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게 한다.

예) 주관적 기준：잘 생긴 사람, 다리가

긴사람, 뚱뚱한사람, 키가큰사람등

예) 객관적 기준：몸무게가 50kg 이상

인사람, 키가 160cm이상인사람등

분류 기준은 객관

적이어야 한다.

이 활동은 가능한

간단히 한다.

답변 예

① 남녀에 따라

② 키에 따라

③ 쌍꺼풀 유무에 따라

④ 긴 머리, 짧은 머리에 따라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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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에 만든 생물 카드를

모둠별로 모아서 분류하도

록 한다.

4.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물건을 분류한 예

를 조사해 오도록 과제를 제시한 후 이

것을 발표하게 한다.

기타 답변 예

① 도서실 책 분류

② 백화점의 옷 분류(남녀별,

아동용 등)

③ 약국의 약 분류(약의 용도,

약의 종류) 

④ 그릇 가게의 그릇 분류(그

릇의 용도 등)

⑤ 집 옷장 속의 옷 분류(속

옷,겉옷, 계절별 등)

5. 종류별로 물건을 분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하게 한다.

6. 모둠별로 생물을 자유롭게 가능한 많

은 기준을 세워 분류하게 하고, 분류 기

준을 빈 종이에 써서 제출하게 한다.(생

물 카드 이용)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리하기 편리하다. 

각 물건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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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제 2. 여러 가지 생물 분류하기

생물 분류 기준은 보

다 객관적인 것이어

야 한다.

7. 학생들이 적어낸 분류 기준을 칠판에 제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그 이유도 말하게 한다.

예) 적합하지 않은 생물 분류 기준

예) - 인간중심의주관적해석 (이로운동물과해로운동물등)

예) - 인간의 이용에 따라 (먹는 생물과 먹지 않는 생물 등)

예) - 같은 생물이라도 개체마다 다를 경우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장소에 따라 등)

8. 생물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분류 기준을 정리한다.

(동물 분류 기준 예)

몸의 생김새에 따라

척추의 유무에 따라

번식 방법에 따라

먹이에 따라

(식물 분류 기준 예)

꽃이 피는 식물과 피지 않는 식물

떡잎의 수에 따라

잎, 줄기, 뿌리의 생김새에 따라

번식 방법에 따라

9.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려

면 어떤 특징을 분류 기준으로 사

용하여야 하는지 모둠별로 토의

하게 하여 발표하게 한다.

10. 생물 카드를 식물과 동물로 분

류하게 한다.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

양분 습득 방법에 따라(광합성,

다른 생물을 먹어야 하는 것)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차이

(식물은 느리고, 동물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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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

(동물 분류 기준)

몸의 생김새에 따라 척추의 유무에 따라

번식 방법에 따라 먹이에 따라

(식물 분류 기준)

꽃이 피는 식물과 피지 않는 식물 떡잎의 수에 따라

잎, 줄기, 뿌리의 생김새에 따라 번식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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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보기>에 제시한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물에 사는 생물과 땅에 사는 생물

② 뼈가 있는 생물과 뼈가 없는 생물

③ 다리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

④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과 해로운 동물

2. 동물의 특징을 3가지 이상 쓰시오.

( )

3. 식물의 특징을 3가지 이상 쓰시오.

( )

vuD  rk

코끼리, 해파리, 메뚜기, 잉어, 다람쥐, 뱀, 비둘기, 지 이, 독수리, 플라나리아보기

1. ④

2. 움직일 수 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

다.

3. 움직일 수 없다.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광합성과 호흡을 한다. 외부 자극에 대

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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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제 2. 여러 가지 생물 분류하기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1. 분류의 종류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 밝혀진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 비슷한 것끼리 구분짓는 자연 분류와 사람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인위 분류가

있다. 

인위 분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구분짓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독이 있는 식물과 독이 없는 식물로 구분하는 것 또는 여러해살이인 나무와 한해살이인 풀로

나누는 것 등이 있다. 인위적인 분류는 자연적인 분류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세계 공통으로 통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 다. 18세기 스웨덴 박물학자 린네는

각 식물과 동물에게 라틴어로 된 성과 사용했는데, 이것이 세계 공통이름인 학명이다. 그러

나 라틴어로 된 학명을 가진 자연 분류는 가장 적당한 것이지만 일반 사람이 익히기에는 어

려운 문제점이 있다.

2. 생물 분류는 어떻게 하나?

분류는 다양한 생물을 중요한 특징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구분한 다음 한데 묶어놓는 작업

이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생물들이 가진 같은 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면 분류가 쉬워

진다. 분류는 곧 생물이 가진 특징들을 동물과 식물처럼 큰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나누고 유사한 것끼리 한데 모은 다음 점차 세 한 무리 짓기로 진행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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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보조 자료

1. 과학자들이 하는 분류는 완전한 것일까?

그리스의 최고 과학자 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384~322 B.C.)는 자연의 계단

(scala nature)이라 하여 체계적인 생물 분류를 시도하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붉은

피를 가진 유혈류 동물과 붉은 피를 가지지 않은 무혈류 동물로 나누고, 유혈류에는 새끼로

태어나는 사지동물, 새, 알로 태어나는 사지동물, 어류로 분류하 다. 또 무혈류 동물에는

문어, 오징어와 같이 뼈가 없는 동물인 유연류, 새우, 게와 같이 껍질을 가진 연갑류, 파리,

나비와 같은 곤충류, 조개나 성게처럼 바깥껍질을 가진 유각류로 구분하 다.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자로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이 옳게 받아들여졌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기준은 피의 유무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의 분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많

았다. 따라서 후대의 과학자들은 분류 방법을 보완하고 다시 체계를 세워 정리하 다. 현재

의 분류 방법도 새로운 중요한 특징이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다시 수정해야 될 것이다.

2. 원주민 추장의 분류실력은?

언스트 마이어(Ernst Myer 1953)는 종개념 연구에 기여한 세계적인 분류학자 다. 그가

파푸아뉴기니섬을 방문하여 새를 조사하 던 때의 일이다. 그는 조사 지역 안에서 138종의

새 종류를 기록하 으며 새로운 새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그는 인근 부족

의 족장에게 새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지역 원주민들은 새를 공부하거

나 분류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당연히 잘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자신의 경솔

함을 후회했다고 한다. 부족장은 언스트 마이어가 관찰 기록했던 138종의 새 중에서 단 1종

을 제외한 137종의 암수를 정확하게 가리고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알래스카의 한 에스키모 부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발견되는 102종의 새들 가운

데서 98종에 대하여 자신들의 말로 이름 짓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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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비에(Cuvier：1769~1832)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4개의 큰 동물 무리(문)：척추

동물문, 연체동물문, 체절동물문, 방사동물문으로 나눔

헤켈(Ernst Haeckel：1834~1919)은 생물의 계통 발달과 유연 관계를 중시하고 계통수

(phylogenetic tree, 1866)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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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 적은 생물은?

다음 그림에서 관련이 적은 것 한 가지를 골라 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가. 

이유：

나. 

이유：

다. 

이유：

라. 

이유：

마. 

이유：

벼, 대나무, 느티나무, 수수, 갈대, 옥수수

나비, 금붕어, 비둘기, 개구리, 양, 참새

메뚜기, 나비, 장수풍뎅이, 잠자리, 전갈, 모기

고사리, 장미, 할미꽃, 국화, 코스모스, 배나무

다람쥐, 토끼, 고양이, 염소, 닭,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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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제 2. 여러 가지 생물 분류하기

ehwjS  rhkwp

반 번 이름

상기한 답은 예시이며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가：염소(굽이 있다),

가：고양이(육식동물), 나：고사리(민꽃식물), 다：전갈(곤충이 아님), 라：양(태생), 마：느

티나무(쌍떡잎식물)

분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외부 형태, 생식, 발생 등의 지식을 기초

로 하여 일정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생물 상호간의 유연 관

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특징이 다른 하나의 생물을 선택하 으면

합당한 것으로 처리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정답 및 해설



보조 자료

생물 카드를 만들 때 주의할 점들

1. 특징을 기술할 때의 순서

범위가 넓은 범주를 먼저 제시한다. 동물과 식물 또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등으로 범위

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일단 좁혀진 범위 내에서 다시 세부 분류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안내의 예) 말

등뼈가 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구분 짓는다. 

새끼를 낳는다：포유류와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류와 구분이 주어진다. 

초식동물이다 ：육식동물과 구분을 짓는다. 

발굽이 1개이다：소 무리와 말 무리를 구분짓는다.

빨리 달린다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한다. 

2. 카드의 내용은 다양하게 꾸민다.

일반적인 동물을 대상으로 특징을 기록할 때는 위의 순서와 역순으로 제시할 수 있다. 카

드놀이의 목적은 생물의 특징을 듣고 각각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알아냄으로써 분류 기준을

스스로 세우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3. 특징에 따른 분류가 어려운 동물은 피하여 지도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의 그림이나 자료를 모을 때 일반적인 동·식물을 먼저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수십 만년 동안의 진화 과정 중 특이하게 진화하여 분류상 어려움이

많은 생물이 있다. 오리너구리처럼 포유류이면서도 알을 낳는 종류는 특징에 따른 구분에 혼

돈을 초래하여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4. 주의해야 할 동물들의 예：오리너구리(알을 낳는 포유류), 두더지(쥐가 아니고 식충류임),

구피(물고기로서, 부화된 새끼를 낳는 태생송사리류), 달팽이(배쪽에 기는 발이 있고 연체동

물임), 뱀(파충류로 다리는 흔적 기관으로 남아 있음), 곰팡이(종속 양 균류임. 식물이 아

님), 앵무조개(암모나이트)와 오징어, 문어(연체동물 - 두족류, 머리 위치, 갑오징어의 뼈 -

탄산칼슘 분비물로 부력을 얻는 데 사용), 거미(곤충류가 아닌 거미류임), 메뚜기(번데기 시

기가 없는 곤충), 따개비와 거북손(곤충이나 갑각류처럼 절지동물로 물벼룩처럼 생긴 유생시

기를 가짐), 멍게(유생기에 척삭을 가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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