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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무척추동물의 특징을 안다.

과정 역 ● 무척추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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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쪽

5/9 차시

37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48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5-6)   49 한희숙

한희숙 49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5-6)    CMYK2
B        C

B        C

49실험 매뉴얼

1. 무척추동물 찾기 생물 카드에서 무척추동물 찾기

무척추동물의 생김새, 내부 구조, 번식 방법, 특징 알아

보기

무척추동물 분류하기

각 무리의 특징 이야기하기

알을 낳아 번식하고, 변태한다.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곤충, 새우, 게, 거미, 지네 등이

있다.

몸은 긴 원통형이다.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있고, 환대

라는 것이 있다.

암수한몸이다.

알을 낳아 번식한다.

gkRtmQ rody

2. 무척추동물의 특징

3. 무척추동물 분류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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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제 5. 등뼈가 없는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동물 카드
1차시에서
만든 생물 카드

숙제(개인별)
사슴벌레,지 이,불가사리,
플라나리아,소라,해파리에
대해 조사해 온 자료
(미리 과제로 부여한다.)

1. 동기 유발 활동

교사가 손에 쥐고 있는 지 이 사진

을 스무고개 놀이로 알아맞추는 식

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목표 확인 발문 예

학생：동물입니까?

교사：예

학생：뼈가 있습니까?

교사：아니오

학생：땅 속에 삽니까?

교사：예

학생：마디가 있습니까?

교사：예

학생：지 이입니까?

교사：예

2. 1차시에서 만든 동물 카드에서 무

척추동물을 찾아내게 한다.

무척추동물 예

소라, 우 이, 조개, 달팽이, 오징어,

문어, 지 이, 잠자리, 메뚜기, 거미,

사슴벌레, 가재, 게, 나비, 지네, 플라

나리아, 불가사리, 해파리, 말미잘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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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사슴벌레, 지 이, 불

가사리, 플라나리아, 소라, 해파리의

특징을 더 자세히 조사해 와서 발표하

도록 한다. 

(주의：절지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강장동물같은 전

문적인 분류 용어 사용은 하지 않음)

3. 무척추동물의 특징 알아보기

교과서에 제시된 동물의 특징을 조

사한 내용을 보고 발표하게 한다.

몸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가진다.

몸은 키틴질로 된 외골격으로 덮여 있다.

알을 낳아 번식하고, 변태를 한다.

<발표 예>

사슴벌레

몸은 긴 원통형이다.

몸에는 여러 개의 마디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환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암수 한 몸이고, 알을 낳아 번식한다.

입으로 흙을 먹어 양분을 섭취한다.

몸은 방사대칭형이다.(성게의 경우에는 가시가 있다.)

알을 낳아 번식한다.

체외 수정을 한다.

몸이 연하고 납작하다.

배에 인두가 있어 인두로 먹이를 먹는다.

항문이 따로 발달하지 않았다.

알을낳아번식하거나몸이둘로나누어져재생하기도한다.

지 이

불가사리

플라나리아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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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제 5. 등뼈가 없는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몸에 뼈가 없다.

배에 발이 있어 발로 기어다닌다.(복족류)

오징어 종류는 발이 머리에 있다.(두족류)

조개 종류는 발이 도끼 모양이다.(부족류)

알을 낳아 번식한다.

주로 물에 산다. 달팽이 등은 육지에 산다.
소라

입과 항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물에 산다.

몸이 연하고, 두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발달 단계가 아주 낮은 동물이다.
해파리

4. 무척추동물 분류하기

사슴벌레, 지 이, 불가사리, 플라나

리아, 소라, 해파리의 특징과 비슷한

동물을카드에서찾아분류하게한다.

교과서에 나온 무척추동물을 분류한 예

사슴벌레류：잠자리, 메뚜기, 거미,

가재, 게, 나비, 지네 등

지 이류：지 이

불가사리류：불가사리

플라나리아류：플라나리아

소라류：우 이, 조개, 달팽이 등

해파리류：말미잘

5. 절지, 환형, 극피, 편형, 연체, 강장

동물의 특징을 알려주고, 실험 관찰

37쪽에 정리하게 한다.

6. 잘못 분류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한다.

잘못 분류하기 쉬운 생물 지도 예

절지：거미, 가재, 게, 지네 등

연체：오징어, 문어, 조개 등

해파리류：말미잘

절지, 환형, 극피, 편형, 연체, 강장

동물이란 용어는 외우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지도한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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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실험 매뉴얼

사슴벌레류(절지동물)：잠자리, 메뚜기, 나비, 거미, 가재, 게, 지네 등

지 이류(환형동물)：지 이, 거머리, 갯지 이 등

불가사리류(극피동물)：불가사리, 성게 등

플라나리아류(편형동물)：플라나리아, 촌충 등

소라류(연체동물)：우 이, 달팽이, 조개, 오징어, 문어 등

해파리류(강장동물)：해파리, 말미잘 등

wjD  fl

※ 다음 중 관계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1. 몸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며, 몸은 키틴질로 된 외골격으로 덮여 있고,

변태를 한다.……………………………………………………………………( )

2. 몸은 긴 원통형이며, 암수한몸이고, 알을 낳아 번식한다. ……………( )

3. 몸에 뼈가 없고, 배에 발이 있어 발로 기어다니고, 알을 낳아 번식하며 주로 물에 산다. 

…………………………………………………………………………………( )

4. 몸이 연하고 납작하며, 배에 인두가 있어 먹이를 먹는다. ……………( )

5. 몸은 별 모양의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알을 낳는다. ………( )

vuD  rk

불가사리, 사슴벌레, 플라나리아, 소라, 지 이보기

1. 사슴벌레

2. 지 이

3. 소라

4. 플라나리아

5.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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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제 5. 등뼈가 없는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뼈가 없어도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

1. 외골격

곤충은 척추를 포함한 뼈가 없다. 대신 외골격이라

고 하는, 몸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에 근육과 몸

의 내부 장기가 고정되어 있다. 곤충의 골격은 피부

역할도 하는데, 갑옷처럼 힘, 상처, 충돌로부터 곤

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몸에 들어오려는

세균과 다른 해로운 유기체로부터 곤충을 보호해 준

다.

곤충은 근육이 외골격에 고정되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다. 특히 이 외골격은 땅에 사는 곤

충들이 몸 안에 물을 유지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하다. 이들의 외골격은 몸 안의 수분을 유지

시켜 주고, 비가 올 때 젖지 않게 해 준다. 

머리 끝에서부터 배 끝까지 그리고 다리와 날개, 더듬

이, 심지어는 입 부분에 이르기까지 곤충의 몸 전체가 외

골격으로 덮여 있다. 내장은 외골격과 나란히 있다. 

외골격만으로 몸의 크기를 무한정 크게 할 수 없으므

로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는 30cm를 넘지 못한다.

2. 물이 받쳐준다.

물 속에 사는 연체동물은 부력 때문에 골격이 없어도 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활동도

자유롭다. 그래서 대왕오징어는 18m나 자라기도 한다. 같은 무척추동물이라도 바닷물 속에

사는 가재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 

rosuA gotjF

18m짜리 대왕오징어 오징어

굴근

신근

외골격(큐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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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보조 자료

3. 편형동물과 선형동물의 차이

플라나리아와 회충은 둘 다 길쭉하게 생겼다. 플라나리아는 편형동물이며 회충은 선형동

물이다. 이 둘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1) 플라나리아는 입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한다.

몸은 납작하고 좌우대칭이며, 항문이 없어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입을 통해 배출된다.

배설기는 원신관으로 그 안에 있는 불꽃세포가 섬모 운동을 하여 노폐물을 배설한다. 신경계

는 머리 쪽에 간단한 뇌가 있고, 여기에서 사다리 모양의 신경계가 뻗어 있다. 플라나리아는

스스로 생활하지만 같은 편형동물에는 기생 생활을 하는 것이 많으며, 암수한몸이고 유성 생

식으로 번식한다.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 등이 편형동물에 속한다.

(2) 회충은 입과 항문이 따로 있는 선형동물이다. 

몸이 원통형으로 길고 몸 전체가 큐티클로 덮여 있다. 순환기와 호흡기는 없지만 소화기와

생식기는 발달해 있다. 흙 속에서 살아가는 선형동물도 많으며, 대부분 암수딴몸이고, 유성

생식으로 번식한다.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요충 등 기생충들이 선형동물에 속한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슷할 뿐 생김새와 기능은 전혀 다른 동

물이다. 사람과 이구아나를 같은 동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

지구상의 나비는 1만종, 나방은 18만종정도. 나방은 몇 종이나 있는지 아직도 조사 중으로

잘 모르고 있다. 나비는 낮에 활동하며 색이 곱고 화려하다. 더듬이 끝은 곤봉 모양으로 부

풀어 있다. 날개 크기에 비해 대부분 몸이 가늘고 쉴 때 날개를 펴거나 위로 접을 때가 많다.

나방은 대부분 밤에 활동을 하고 날개의 색도 단조롭고 어두운 편이다. 

신경관

뇌

인두

입

플라나리아

입

근육층

항문
난소

장

회충

wkARRRR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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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제 5. 등뼈가 없는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무척추동물의 예

1. 해파리

해파리는 다세포동물이기는 하지만, 몸의 구조가 간단하

고 중추 신경과 배설기가 없다. 소화계와 순환계가 분리되

어 있지 않는 등 진화의 정도가 낮은 동물이다. 체형에는 고

착 생활에 적응한 폴립(polyp)형과 부유 생활에 적응한 해

파리(medusa)형이 있는데, 폴립형은 입이 위쪽을 향해 있

고 해파리형은 아래쪽을 향해 있다. 몸의 내부는 하나의 공

소(空所)로 되어 있다. 공소는 위(胃)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연장부는 양을 배분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역할을 한다.

2. 소라

굵고 긴 관상의 돌기가 있고 전면에 나륵과 뚜렷한 판상의

성장맥이 있다. 입구는 둥 고 은백색이다. 뚜껑은 석회질로,

외면은 미세한 과립으로 덮여 있고 굵은 나선 모양을 볼 수 있

으나 내면은 평평하고 갈색이다. 조간대의 암초에 살며 자웅

이체이고, 생식선이 백색이면 수컷이고 녹색이면 암컷이다. 식

용으로 가치가 높다. 내해에 사는 것은 가시가 짧거나 없는 것

도 있다.

3. 달팽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달팽이는 3만 5천여 종으로 우리 나

라에는 100여 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쌍

의 촉각이 있으며, 촉각의 말단에 눈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웅 동체이다.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달팽이는 논, 밭가의

돌 밑이나 풀 속에 서식한다.

가장 흔한 종으로 서식처에 따라 체색, 껍질의 두께, 성장맥, 크

기 등이 다양하다. 집 근처의 장독대, 담 등의 습한 곳에 살며 껍

질이 없는 민달팽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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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곤충의 특징

머리, 가슴, 배 3부분으로 나뉜다. 다리는

3쌍으로 6개이다. 알－유충－번데기－성충

으로 변태를 한다.

▶ 메뚜기, 사마귀, 하루살이는 번데기 시기

를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를 하지만 곤충

이다.

▶ 거미류의 특징：몸은 두흉부, 복부 2부분으로 나뉘고 다리가 4쌍 8개이며, 변태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곤충이 아닌 절지동물로 거미류(주형강)에 속한다.

▶ 다지류의 특징：다지류 또한 절지동물이지만 곤충이 아니며, 지네는 몸통이 납작한 순각

강에 속하고 몸마디마다 한쌍의 부속지(다리)를 가진다. 몸통이 둥근 노래기는 배각강에 속

하는데, 몸마디마다 두쌍의 부속지를 가진다.

2. 연체동물의 특징

연체동물에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종이 포함된다. 조개나 달

팽이 고둥류는 외투막 분비물로서 단단한 석회질 껍질을 가졌지

만 근육질의 발을 가진 연체동물이다.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 바

다에 사는 군소 또한 연체동물이다. 오징어, 문어는 연체동물 가

운데 두족류에 속한다. 카메라 눈이 발달해 있고 머리는 보기와

달리 외투막 아래 몸 한가운데 있다.

3. 자포동물의 특징

흔히 강장동물로 불리는 동물로서 몸이 유연하여 연체

동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해파리, 산호들이 여기에

속한다. 몸은 내배엽과 외배엽만으로 기원되고 중배엽성

기관이 없다. 단순한 형태의 체벽으로 구성되고 위수강이

라 불리는 장에서 소화와 순환이 이루어진다. 입과 항문

은 하나의 구멍으로 되어 있고, 입 주위에 독침과 같은

기능의 자세포를 가진 여러 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다.

더듬이

홑눈
겹눈

입 다리

고둥

말미잘

머리 가슴
날개

기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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