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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특징을 안다.

●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꽃 구조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안다.

과정 역 ●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을 구별할 수 있다.

학습목표

ryrhktj

60쪽

9/9 차시

43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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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관찰

봉숭아, 벼의 잎, 줄기, 뿌리, 떡잎, 꽃 비교 관찰하여 특

징 발표하기

떡잎 수에 따른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 용어 정의하기

주변의 속씨식물을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로 분류하기

gkRtmQ rody

2. 용어 도입

3. 쌍떡잎식물, 외떡잎식

물로 분류하기

식물 구분 특징 예

봉
숭
아

벼

떡잎

잎

줄기

뿌리

떡잎

잎

줄기

뿌리

2장이다.

잎맥이그물맥이다.

마디없고가지가많다.

가운데에 굵은 뿌리가

있고 그 주위에 잔 뿌리

가있다.

1장이다.

길고, 나란히맥이다.

마디 있고 녹색이며 속

이비어있다.

굵기가 비슷한 여러 개

의뿌리가있다.

명아주, 강

낭콩, 메꽃,

해바라기,

민들레등

잔디, 보리,

옥수수, 벼,

붓꽃, 갈대,

억새, 백합,

자주달개비

등

식물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식물의
예

벼, 잔디, 보리, 옥

수수, 붓꽃, 갈대,

억새, 자주달개비

등

봉숭아, 명아주,

해바라기, 민들레,

강낭콩등

꽃의
특징

꽃잎의 수가 3배수

또는 없는 것도 많

다.

꽃잎의 수가 4~5

의배수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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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숭아, 벼의
실물 자료
또는 사진

생물 카드
1차시에서
만든
생물 카드

봉숭아, 벼의
떡잎 실물 자료
또는 사진

꽃, 잎, 줄기, 뿌리 관찰
이 가능한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여러 종

반드시 봉숭아, 벼를 가지고 관찰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실정에 따라 봉숭아는 명아주, 벼는 보리,

강아지풀, 옥수수 등과 같은 식물로 바꿔

서 관찰 활동할 수 있다.

1. 봉숭아, 벼를 떡잎, 잎, 줄기, 뿌

리, 꽃으로 나누어 관찰해 보게 한

다. (실험 관찰 43쪽에 정리함)

xkArn ghkFehD rhkwjD

wnS ql anF



실험 매뉴얼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7-96)   93 한희숙

한희숙 93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7-9)    CMYK2
B        C

B        C

93

2. 봉숭아, 벼를 떡잎, 잎, 줄기, 뿌리, 꽃으로 나누어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교

사는 다음 표에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구분 봉숭아 벼

떡잎

잎

줄기

뿌리

꽃

잎모양이넓다.

잎맥은그물맥

줄기색은붉은색띰

마디가없음

가지가많으며연함

가운데 굵은 뿌리가 있고, 그 주위에 가

는뿌리가나있음

꽃잎(5장), 꽃받침(5개), 암술(1개), 수술

(5개) 있음

잎이길다.

잎맥은나란히맥

잎이줄기를싸고있음

줄기색은녹색

마디가있음

속이비어있음

굵기가 비슷한 여러 개의 뿌리가 한 군

데에서나와있음

꽃잎, 꽃받침이 없고, 암술(1개), 수술(3

개)가 2장의겨에싸여있음

3. 쌍떡잎식물, 외떡잎식

물 용어 도입

봉숭아와 벼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하여, 쌍떡

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이

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그 차이점을 정리하게

한다.

구분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떡잎

잎맥

줄기

뿌리

2장

그물맥

마디가없다.

원뿌리와곁뿌리

1장

나란히맥

마디가있다.

수염뿌리

2장 1장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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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식물 사진을 제시한 다음,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로 구분하게 하고, 그렇게 구분

한 까닭을 말하게 한다.

쌍떡잎식물：봉숭아, 무, 호박, 해바라기, 민들레, 강낭콩, 플라타너스 등

외떡잎식물：벼, 잔디, 보리, 옥수수, 바랭이, 수선화, 파, 붓꽃, 대나무 등

에듀넷의 식물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쌍떡잎식물：4-5의 배수

외떡잎식물：3의 배수 또는 없음

옥수수는 잎맥이 나란히맥이며, 마디가 있

기 때문에 외떡잎식물이다.

무궁화, 배나무 → 쌍떡잎식물

붓꽃, 자주달개비 → 외떡잎식물

<발표 예>

옥수수

◈ 한 걸음 더 (심화) - 수준별 지도

1. 자주달개비, 붓꽃, 무궁

화, 배나무가 쌍떡잎식물

인지 외떡잎식물인지 말

하게 한다.

2. 교과서에 제시된 자주달

개비, 붓꽃, 무궁화, 배나

무 꽃 사진을 보고, 꽃잎

수를 세어 보게 한다.
꽃잎 5장(무궁화) 꽃잎 5장(배나무)

꽃잎 3장(붓꽃) 꽃잎 3장(자주달개비)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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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떡잎

잎맥

줄기

뿌리

꽃잎수

종류

2장

그물맥

마디가없음

원뿌리와곁뿌리

주로 4-5의배수

개나리, 장미, 연꽃, 할미꽃, 해바라기,

목련, 제비꽃, 메꽃, 민들레, 철쭉, 복

숭아나무, 봉숭아, 무궁화, 배나무, 호

박, 강낭콩, 플라타너스등

억새, 벼, 갈대, 보리, 백합, 자주달개

비, 붓꽃, 잔디, 옥수수, 바랭이, 수선

화, 파, 대나무등

1장

나란히맥

마디가있음

수염뿌리

주로 3의배수또는없음

※ 다음 표에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특징을 모두 쓰시오.

<채점기준>

상：9~10개 정확히

중：6~8개 정확히

하：5개 이하

vuD  rk

구분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떡잎

잎맥

줄기

뿌리

꽃잎

구분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떡잎

잎맥

줄기

뿌리

꽃잎

2장

그물맥

마디가없음

원뿌리와곁뿌리

주로 4-5의배수

1장

나란히맥

마디가있음

수염뿌리

주로 3의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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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양파는 외떡잎식물일까 쌍떡잎식물일까? 

파와 양파의 잎은 넓지 않고 둥근 원통 모양이다. 파의 잎도 자세히 보면 잎맥이 있다. 세

로로 길게 잎맥이 달리므로 파와 양파도 나란히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

뿌리는 수염뿌리로 원뿌리가 없다. 파의 낱꽃은 꽃잎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파와

양파는 외떡잎식물이다.

외떡잎식물은 왜 떡잎이 땅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떡잎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은 원뿌리가 길어지면서 떡잎과 어린 배 부분을 려올리는 것

이다. 그런데 외떡잎식물은 원뿌리가 바로 퇴화되고 수염뿌리가 돋게 되므로 배젖을 위로

어올릴 수 없다. 또한 어린 싹이 곧바로 지면을 뚫고 올라오므로 떡잎인 배젖이 올라올 필요

가 없는 것이다. 

rosuA gotjF

파 잎 양파 잎

파 뿌리 파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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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리

toDghkFrhk  rhkgkR

곡식으로 사용하는 식물의 대부분은 외떡잎식물이다? 

사람의 주식으로 이용되는 곡물로 사용하는 식물로는 벼, , 보리, 옥수수, 조, 기장, 콩,

감자, 카사바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벼와 이며 옥수수도 중요한 곡물

이다. 

주요 곡물을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구분해 보자. 어느 쪽이 많은가?

옥수수

콩

조

감자

기장

고구마

이들을 외떡잎과 쌍떡잎식물로 구분하면, 

외떡잎식물：벼, , 보리, 옥수수, 조, 기장

쌍떡잎식물：콩, 감자, 고구마

따라서 외떡잎식물이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과, 배, 귤, 오렌지,

수박, 참외, 자두 등 과일과 과채류는 대부분 쌍떡잎식물이 이용된다. 

한편, 바나나는 외떡잎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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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떡잎식물의 잎맥 조사

잎맥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나 잎에서 만들어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다. 잎에서 잎살을

제거한 후 잎맥을 자세히 살펴보자. 

■준비물

나뭇잎, 삼발이, 알코올 램프, 석면망, 비커, 유리 막대, 핀셋, 해부 접시, 스포이트, 거름

종이, 칫솔

■실험 방법

① 10%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NaOH)에 잎을 넣는다.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 혹은 진한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할 때까지 삶는다. 

② 칫솔로 잎의 면을 가볍게 두드려 잎살을 제거한다. 

③ 핀셋으로 잎자루 부분을 잡고 꺼낸 후, 흐르는 물에 살살 씻는다. 

④ 잎살이 모두 제거되면 물로 깨끗이 씻어낸 뒤 거름종이로 물기를 제거한다. 

⑤ 잎살을 제거한 잎을 10%의 과산화수소수에 담가 탈색시킨다. 

⑥ 잎맥만 드러난 나뭇잎을 식용 색소로 염색한 후 신문지에 끼워 말린다. 

⑦ 잘 마른 잎맥을 코팅 필름 사이에 넣고 다리미로 다려 장식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사항

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만일 손에 묻으면 흐르는 수돗물

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② 목련 잎보다 연한 담쟁이 넝쿨의 잎 같은 경우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가열 후 8

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적당하다. 

③ 잎살을 제거하는 중간에 스포이트로 물을 뿌려주면 잎살이 제거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지르거나 지나치게 세게 두드리면 잎맥이 손상된다. 

④ 만일덜삶아져서잎살제거가잘안되면수산화나트륨수용액에다시넣고더삶아준다. 

⑤ 탈색은 강한 빛 아래에 오래 놓아둘수록 잘 된다. 10%의 과산화수소수 대신 락스를 사

용할 수도 있다.

http://www.gumi-ig.hs.kr/tch/lms32/%B0%FA%C3%BC6.htm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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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을 조심하세요

1.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

무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물에 잘 녹아 공기 중에 놓아도 습기를 흡수해서 녹는다. 부식

성 유해 물질로 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은 위험하며 눈에 들어가 실명할 수 있고 피부 조

직과 접촉하면 부식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보관 및 취급 조건에서는 안전하며 고무 장갑을 끼고 취급한다. 물과 격렬히 반

응하므로 반드시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야 한다(절대로 물을 수산화나트륨에 가하면 안

됨). 40%이상의 농도에서는 끓는점에서의 열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하며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응급조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아래 위 눈꺼풀을 종종 치켜들면서 즉시

눈을 씻은 후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한다. 먹었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3. 실험 재료의 특성과 선택

식물의 잎은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녹색의 기관이다. 실험에서는 완전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잎자루가 없는 불완전잎의 경우 잎맥 만들기가 쉽지 않다. 

잎몸은 대개 잎살과 잎맥으로 구분한다. 잎살은 광합성을 하는 곳으로서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구성된다. 잎맥은 잎 속의 물질이 이동하는 부분으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온 물

과 무기 염류, 그리고 그 밖의 기관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주고, 또 잎

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다른 기관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을 끊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잎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넣고 끓이면 펩티드 결합이 끊어져 세포와 세포 사이나 세포와 조직 사이의

결합이 약해진다. 잎살은 잎맥보다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

다. 그러나 잎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너무 오래 담그면 잎맥을 구성하는 조직 사이의 결

합도 약하게 돼 실험에 실패할 수도 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력이 강해 표백제로 사용된다. 잎살이 제거된 잎맥을 과산화수소수에 담

가 두면 과산화수소의 강한 산화력에 의해 잎맥에 남아 있던 엽록소와 기타 다른 색소들이

파괴되어하얗게 표백된다. 

ckArh w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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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

3. 다음 표는 동물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① 땅 위에 살아간다. ② 알을 낳는다.

③ 척추가 있다. ④ 몸이 털로 덮여 있다.

1. 석원이네 모둠에서 우리 반 친구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 다. 분류 기준으로 적합

한 것은 무엇인가?

① 남자와 여자

② 모자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③ 안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④ 치마를 입은 사람과 바지를 입은 사람

① ② ③ ④

5. 다음은 여러 생물의 특징을 말한 것이다. 특징이 다른 한 가지는?

① 2장의 떡잎이 나온다.

② 잎이 나란히맥이다.

③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④ 원뿌리와 곁뿌리의 구별이 있다.

4. 다음은 어느 생물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가?

2. 종류별로 물건을 분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3가지 이상 말해보자.

몸은 유선형이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몸은 비늘로 싸여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 알을 낳아 번식한다.

예 아니오

개, 닭, 도롱뇽, 거북 메뚜기, 거미, 조개, 오징어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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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간과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는다.

② 가능한한 많은 생물을 잡아서 보관한다.

③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은 보호하여 멸종을 막는다.

④ 야생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거나 선물하지 않는다.

7. 오른쪽 그림은 소쩍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소쩍새가 주로 밤에

활동하기에 적합한 생김새는?

① 눈의 크기가 크다.

② 부리가 날카롭다.

③ 몸이 유선형이다.

④ 목이 길고 부리가 길다.

① ② ③ ④

6.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식물은 어느 것인가?

9. 다음은 식물의 분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②

③ ④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다.

꽃잎과 꽃받침이 없고 많은 비늘조각이 모여 있다.

식물

꽃식물 민꽃식물

속씨식물 겉씨식물

식물

속씨식물 겉씨식물

꽃식물 민꽃식물

식물

민꽃식물 꽃식물

속씨식물 겉씨식물

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꽃식물 민꽃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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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퍼즐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가로열쇠>

1. 등뼈가 있는 동물을 일컫는 말

2. 몸의 바깥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어류

의 생식 방법이다.

3. 등뼈가 있는 동물로서 몸의 온도가 일정하

고, 털로 덮여 있으며, 새끼를 낳아 젖을 먹

여 기르는 동물을 일컫는 말

4. 등뼈가 없으며, 몸이 연하고 납작한 동물

알을 낳아 번식하거나 몸이 둘로 나누어져서

재생하는 동물

<세로열쇠>

1. 등뼈가 없는 동물을 일컫는 말

2. 몸의 온도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동

물

3. 사슴벌레, 가재의 몸은 키틴질로 된

으로 되어 있다.

4. 몸이 킷털로 싸여 있고, 날개를 가진 동물을

일컫는 말

5. 등뼈가 없는 동물로, 몸은 딱딱한 껍데기로

싸여 있으며, 성게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동

물

반 번 이름



총괄 평가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7-96)   103 한희숙

한희숙 103 6학년 과학 보조자료 5권(7-9)    CMYK2
B        C

B        C

103

1. ③

2.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리하기 편리하다. 물건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등

3. ③

4. ①

5. ②

6. ①

7. ①

8. ②

9. ③

퍼즐 정답)

정답

총괄평가

무

척

추

동

물

변

온

물

불

가

사

골

격

조

추 동 물

포 유 류

플 라 나 리 아

체 외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