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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척추동물 다섯 무리의 특징을 안다.

과정 역 ● 척추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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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쪽

4/9 차시

36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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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동물 찾기 동물 카드에서 척추동물 찾기

다섯 무리의 특징 이야기하기

척추동물을 다섯 무리로 분류하기

체온이 일정하다.

머리, 몸통, 다리로 구분된다.

몸이 털로 싸여 있다.

몸은 유선형이다.

아가미로 물 속에서 호흡한다.

몸은 비늘로 싸여 있고, 지느러미

가 있다.

알을 낳아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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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추동물 다섯

무리의 특징

3. 척추동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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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카드
1차시에서 만든 생물 카드

1. 1차시에서 만든 동물

카드를 척추동물과 무

척추동물로 분류하게

한다.

동물을 척추동물, 무척추동물로 분류한 예

2.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척추동물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다섯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을 미리 알려주고, 다섯 무리로 나누는 분

류 기준을 과제로 조사해 오게 한다.

동물

척추동물

토끼, 개, 돌고래, 잉어, 

고등어, 개구리, 도롱

뇽, 도마뱀, 거북, 닭,

제비, 참새, 비둘기, 곰

무척추동물

소라, 조개, 잠자리, 거

미, 지네, 플라나리아,

해파리, 불가사리, 말미

잘, 메뚜기, 사슴벌레,

가재, 게, 나비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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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유선형

아가미로 물 속에서 호흡

몸은 비늘로 싸여 있고 지느러미 있음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함

알을 낳아 체외 수정으로 번식

<발표 예>

몸은 머리, 몸통, 다리로 되어 있음(도롱뇽은 꼬리 있음) 

눈에는 얇고 투명한 순막이 있어 눈을 보호

겨울잠을 자며, 주위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함(변온 동물)

물 속에 알을 낳아 번식하며 체외 수정

폐로 호흡하며, 피부 호흡도 함, 어릴 때는 아가미 호흡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삼

폐로 호흡하며, 주위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함(변온 동물)

육지에 알을 낳고 번식

피부에 비늘이 있음

어류

양서류

몸은 머리, 몸통, 날개 및 다리로 되어 있음

온몸이 깃털로 싸여 있고, 날개는 몸통에 비해 큼

체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며(정온 동물), 폐로 호흡

부리가 있고, 몸을 가볍게 하여 공중을 잘 남

알을 낳아 번식

조류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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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머리, 몸통, 다리로 구분

몸이 털로 싸여 있음

머리에는 눈, 코, 귀, 입이 있음

체온이 항상 일정함

새끼를 낳아 젖을 먹임

※ 교과서에 나온 척추동물을 다섯 무리로 분류한 예

어류：붕어, 잉어, 고등어, 금붕어, 납자루 등

양서류：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등

파충류：거북, 뱀, 악어, 도마뱀 등

조류：참새, 닭, 비둘기, 제비, 까치, 갈매기 등

포유류：곰, 개, 다람쥐, 고양이, 호랑이, 돼지, 돌고래 등

포유류

3.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특징에 1차시에서 만든 척추동물 카드를 다섯

무리로 분류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분류한 것 중에서

잘못 분류된 것을 찾아 분류 기준

에 맞게 다시 분류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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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제시한 척추동물 다섯 무리에 속하는 생물 이름을 3개 이상 쓰시오.

어류(                               )

양서류(                             )

파충류(                             )

조류(                             )

포유류(                             )

2. 다음 중 척추동물의 특징을 잘못 말한 것은?

① 조류：깃털로 싸여 있고, 체온이 일정함

② 포유류：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며, 주로 털이 나 있음

③ 양서류：물에서 알을 낳고, 물과 땅을 오고 가며 생활함

④ 어류：폐로 호흡하며 알을 낳아 체외 수정함

⑤ 파충류：폐로 호흡하며 체온이 변함

vuD  rk

분류 예
특징

체온 호흡 번식 피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잉어, 고등어체온변함 아가미 알(체외수정) 비늘

개구리, 도롱뇽

도마뱀, 거북

닭, 새(제비, 비둘기)

토끼, 개, 돌고래, 곰

체온변함

체온변함

체온일정

체온일정

아가미, 폐,

피부호흡

폐(허파)

폐(허파)

폐(허파)

알(체외수정)

알

알

새끼(젖)

피부

비늘

깃털

털

1. 잉어, 고등어, 붕어, 금붕어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뱀, 도마뱀, 거북, 악어

닭, 참새, 비둘기, 까치, 제비

토끼, 돼지, 호랑이, 개, 곰, 돌고래

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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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란?

1. 척추와 골격의 발달

척추가 있는 동물은 척추 뼈 외에도 갈비뼈, 팔다리뼈와 같은 골격을 가진다. 동물의 몸이

커질수록 몸의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중력에 의하여 몸의 각 부분이 눌려지게

된다. 따라서 동물이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장기의 위치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골격의 역할

은 육상동물에게 특히 필수적이다. 그러나 물 속에서는 몸무게가 받는 중력이 부력과 상쇄되

어 버리므로 골격이 없거나 몸집이 매우 큰 동물도 살 수 있다.

2. 척추에는 왜 구멍이 있나? -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척추 안쪽이 비어있는 이유는 중추 신경계가 지나가는 통로로서 뇌와 척수가 길이로 연결

되어 있는데 이 중추 신경 다발을 보호하고 감각과 운동 기능을 통합하여 뇌와 온 몸에 전달

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rosuA gotjF



3. 척추가 있는 동물 무리를 서로 비교해 보기

[포유류와 어류의 특징 비교]

[조류와 파충류의 특징 비교]

보조 자료

조류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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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어류

태생(단공류인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제외)

새끼에게젖을먹여키운다.

몸에는털이있고항온(정온)동물이다.

목뼈가 7개있다.

허파로숨을쉰다.

육상생활에알맞다(고래, 해우, 물범류제외).

눈꺼풀과바깥귓바퀴가있다.

난생(태생송사리, 난태생인상어류제외)

부화한새끼는일찍독립하여스스로살아간다.

몸에는비늘이있고외온(변온)성동물이다.

목의구분이불분명하다. 

아가미로숨을쉰다(폐어류제외).

수중생활에알맞다.

눈꺼풀이없어눈을뜬채잠을잔다.

난생(껍질이있는알을낳는다.)

몸에는깃털, 발에만비늘이남아있다.

항온(정온) 동물이다.

앞다리가날개로변했다.

난생(껍질이있는알을낳는다.)

온몸이비늘로덮여있다.

외온(변온) 동물이다.

네다리로걷는다(뱀은뒷다리흔적만남아있다).

파충류의 비늘, 물고기의 비늘의 차이점은?

파충류의 비늘은 피부 중에서 표피가 각질화된 일종의 피부로 한 장 한 장의 피부가 접혀

있는 것이다. 내부 수분의 증발을 막으며 탈피가 가능하다. 조류나 포유류에도 비늘이 있지

만 표피성 각질이다. 

어류의 비늘은 사람의 손톱과 같이 피부 중 진피가 변화된 것으로 탈피를 하지 않으므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이테처럼 연륜이 생긴다.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빠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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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의 범위를 미리 정한다.

분류는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므로 거미류, 조류 등 게임에 사용할 분류군을 미리 정해놓고

놀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곤충류, 거미류 등은 혼돈되기 쉬우므로 사전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등 척추동물의 범주에서 실

시하도록 한다. 각 분류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포유류

태 생

폐

털

정 온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

사람, 토끼,
고래, 개

닭, 타조,
참새

뱀, 도마뱀,
악어

개구리,
도롱뇽

잉어, 송사
리, 붕어

변 온

깃 털 비 늘 (알 몸) 비 늘

자식-아가미
어버이-폐

아가미

난 생
(육상에서 낳는다)

난 생
(물 속에서 낳는다)

자손 번식
방 법

호흡 방법

피 부

체 온

예

조 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

잠자리

거미

게

지네

곤충류
머리,가슴,배
3쌍의 다리

몸이 연하고
외투막으로
싸임

긴 원통형,
여러 개의
체절

단세포성
동물

거미류
머리가슴,배
4쌍의 다리

갑각류
머리가슴,배
5쌍의 다리

다지류
머리,배
많은 다리

외골격, 체절,
마디있는 다리

절지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원생동물

모시조개 지 이 짚신벌레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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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분류를 이용하여 빙고 놀이를 해 보자.

분류군의 범위를 다르게 하여 게임을 해 보자. 

놀이 방법

두 팀으로 나누어 빈 칸 중 아무곳에나 동물의 이름을 하나씩 번갈아 적는다. 동물의 종

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로 하며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3개가 연속

으로 이어지면 완성된 것으로 하며, 많이 완성하는 쪽이 승리한다. 

반 번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