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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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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의 의미

분류란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속성, 특성에 기초하여 대상을 함께 묶거나 순서

를 정하는 지적 능력이다(임인숙, 1994; 최현동, 2005). 분류를 하려면, 먼저 대상

을 관찰하여 속성이나 특성을 찾고, 이어서 상호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을 파악하

여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공통적인 것끼리 무리 짓는다. 이러한 분류의 과

정은 한 단계 분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류한 것을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한 것

을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분류는 제한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루는 

사물과 사건들이 가진 복잡 ․ 다양한 성격을 어떤 기준과 틀에 묶어서 좀더 간명하

게 파악하려는 지적 노력이며, 분류활동은 개념들 간의 복잡한 차이들을 간추리고 

감소시킴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때 뒤따르는 복잡한 인지적 ․ 
행동적 노력 부담을 덜어준다(임인숙, 1994). 그리고 분류와 유사한 개념1)으로 유

목과 범주가 있다.

1) 분류(classific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유목(class)과 범주(category)가 있다. 신현정(2002)에 따

르면, 유목은 물리적으로 동일 묶음에 속하는 대상들의 집합이며, 범주는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가능

한 유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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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시간, 노력 절약 새로운 예상 가능

기억을 돕는 역할

2 분류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분류에는 자연적 분류와 인위적 분류가 있다. 자연적 분류는 자연현

상의 객관적 성질에 근거를 두어 분류가 어느 정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화학적 원소들은 그 속성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미 분류되어 있고, 

원소의 주기율은 사람이 고안해냈다기보다 원소들 사이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조

직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분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인위적 분류는 인간의 목적, 편

의에 따라 사물, 대상에 임의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에는 이름 분류, 책 분류 등이 있다. 

그러므로 분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분류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범주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분류를 행하

는 목적은 분류를 통하여 일정량의 사물과 대상을 실천적으로 제어하여 질서를 부

여하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는 많은 대상들을 다루기 쉬운 크기로 묶

어준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처리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분

류 체제들은 새로운 예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규칙에 따르는 새로운 존재를 알아낼 

수 있으며, 성질들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분류는 기억을 돕는 유용한 역할을 한

다. 분류는 공통적으로 묶여진 대상들이 갖는 특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실을 한

다. 그러므로 대상이 어떤 묶음에 속한다고 하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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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iaget의 연구에 따르면, 분류는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을 알 수 있는 분명

한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Adey & Shayer, 1981: Krnel et al., 2003). 분류는 감

각 운동기 심리구조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러한 심리구조는 점차 내면화되어 정신적

인 사고로 발달한다. 결국 분류는 논리-수학적 작용의 하나로서, 성공적인 분류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나아가는 지표가 된다(Inhelder & Piaget, 

1964; Adey & Shayer 1981). 또한, 분류는 과학적 개념 형성 연구에서 교육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목과 집합을 형성하는 첫째 단계가 식별이고, 이어서 유목이나 집

합을 형성하는 특징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반화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작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Inhelder & Piaget, 1964; Ausubel, 

1968; Bolton, 1977; Bruner, Oliver, & Greenfield, 1967; Donaldson, 1978; Gagné, 

1977; Langford, 1987; Lovell, 1971; Rosch, 1980a; Sokal, 1980; Sutherland, 

1992; Vygotski, 1987). 따라서 분류는 학습 과정에서 개념을 얻거나 효과적인 학

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게 고양이, 잔디, 개구리, 당근, 비둘기 등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면, 식물

과 동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동물과 식물의 개념이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 

3 분류의 유형

분류 체제는 분류 기준에 따라 2분법, 3분법, 4분법, 다분법 등이 있다. 2분법은 

분류 대상을 두 갈래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가는 방식으로서, 물체를 생물과 무생

물로 구분하는 것을 그 예로 할 수 있다. 3분법은 양극단적인 개념과 그 중간자를 

포함하여 3갈래로 나누는 것으로 상 ․ 중 ․ 하, 대 ․ 중 ․ 소 등이 그 예이다. 4분법

은 춘 ․ 하 ․ 추 ․ 동, 동 ․ 서 ․ 남 ․ 북과 같이 구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

분법은 5가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분류 체제가 다 옳을 수 있지만, 과학 탐구영역에서는 2분법 분류 체

제를 주로 사용한다. 2분법 분류 체제는 대상들의 대립관계를 간단하고 질서 정연

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떤 항목이 주어져도 한 갈래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갈래에 속하게 되어 분류가 용이하다(Howe & Jones, 1999).

분류 체제에는 과거 과학자들에 의해서 쉽게 발견된 어떤 내재적 논리가 있으며, 

학교에서 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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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예쁜 것은?

물, 식물, 암석, 그리고 다른 것들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체제는 과학자들이 서로 의

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Howe & Jones, 1999). 따라서 그 범주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으며, 과학에서 사물의 명칭과 체제는 동물 자

체가 실제로 변화되거나 새로운 지식이 알려질 때 변화되기도 한다.

4 분류시 유의 사항

난 동그라미가 

더 예쁜데..

난! 세모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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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크기가 큰 것은?

기준: 각이 있는 것은?

기준: 사각형과 파란색인 것?

난 세모도 

큰 것 같

은데..

어! 지금 보

니, 그렇네! 

어이쿠!!

삼각형은

각이 있지!!

파란색 사각형

이 양쪽에 다 

   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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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네모인 것과 세모인 것?

5 학습 계열  

분류 활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분류 대상의 유사성과 상호 

관련성, 분류 기준 파악의 용이성, 이삼차 및 다차원적 분류 여부, 분류 개념의 수

준, 분류 사고의 순서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모

두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분류 사고의 순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에 맞춘 학습 계열은 다음과 같다.

  제Ⅰ단계에서는 관찰을 통하여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에 대하여 학습한다. Norris(1984)에 의하면, 관찰은 과학적인 탐구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며, 특히 분류활동에서는 관찰능력이 전체 분류 체제를 가늠할 정

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된 특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분류 대

상들의 공통성이나 규칙성 등의 단서를 획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관찰된 여

러 특성 중에서 학생들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특성을 찾아 같은 묶음과 다른 묶

음으로 유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관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분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제Ⅱ단계에서는 공통된 특징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하고, 일단계 분류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을 선택하고 분류 규칙에 맞게 두 묶음으로 동

동그라미가 

분류에서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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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분류를 할 때에는 양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명하고 

정밀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성적인 면에서도 초등학생들은 변산성을 반영하

여 분류 기준으로 선택한다. 학생들은 대상들에 대한 공통성이나 규칙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분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상의 속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정 단계에서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대상이 발견된다면, 관찰의 단계로 돌아가서 추가적인 관찰을 하도록 

하고 다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한다.

관찰

분류 기준

공통점

분류 체제 서 열 화

일단계 

분  류

이단계 

분  류

다단계 

분  류

제Ⅰ단계

제Ⅱ단계

제Ⅲ단계

제Ⅴ단계제Ⅳ단계

  제Ⅲ단계에서는 한 번 분류한 것을 다시 관찰하여 한 번 더 분류하는 것을 학습

한다. 즉, 한 번 분류된 것을 재분류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나이

가 어린 학생에게 분류하도록 요구하면, 일단계 분류에 그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

다. 그러므로 한번 분류한 것을 재분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의 

획득에 이르는 계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는 Piaget가 제시한 유목포함 능력의 

발달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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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Ⅳ단계에서는 주어진 물체들을 대상으로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학습한다. 

분류 체제의 양 측면은 서로 대칭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대칭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분류 체계에 대하여 추론을 통하여 

확인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분류 체계를 완성하는 단계까지의 연

습을 통하여, 분류 방법을 습득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 활동에서 주의할 점은 모

든 항목이 분류 체계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준의 설

정이나 동정의 단계를 다시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Ⅴ단계에서는 물체들을 대상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하고, 그것

에 따라 일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학습한다. 때때로 우리는 물체들이 나타내는 

특별한 성질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분류의 목적에 따라 

물체들을 크기나 색 등의 성질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철물점에 가 

보면 못이 크기대로 나열되어 있다. 과일 가게에는 과일의 크기나 가격에 따라 나

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대상들이 가진 정보를 확인하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일련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

다.

 학습 목표  

1. 주어진 물체를 대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2. 주어진 물체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특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두 묶음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3. 분류된 것의 공통점을 찾아 이름 짓고,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한 번 더 분류

할 수 있다.

4. 주어진 물체들을 대상으로 분류체제를 만들고,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5. 주어진 물체들을 대상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

라 일련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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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활동 요소와 활동 주제  

단 계 활 동  요 소 활  동   주 제

Ⅰ. 공통점 공통점 찾기

1. 여러 가지 단추의 공통점 찾기

2. 여러 가지 돌의 공통점 찾기

Ⅱ. 일단계 분류 일단계 분류하기

3. 동전 분류하기

4. 나뭇잎 분류하기

Ⅲ. 다단계 분류 다단계 분류하기

5. 씨앗 분류하기

6. 액체 분류하기

Ⅳ. 분류 체제 분류 체제 만들기

7. 외계 생명체 분류하기

8. 지문 분류하기

Ⅴ. 서열화 서열화하기

9. 라면류 순서 정하기

10. 동물 족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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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단계: 공통점

 주  제 1   여러 가지 단추의 공통점 찾기

활동 목표

                                         

     

          

 활동지, 모둠당 여러 종류의 단추 약 10개,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① 주어진 단추들을 관찰하여 특징들을 말할 수 있다.

  ② 단추의 특징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학습 개요

준비물

o 단추마다 크기, 색깔, 모양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여러 가지 특징의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 등을 찾는다.

o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결과를 발

표하고, 서로 비교한다.3. 결과 비교하기

1. 관찰하기

2. 공통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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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구멍이 4개 있고, 초록색이다. 둥근 원이 한 개 더 있다.

2. 하트모양이고 구멍이 2개 있다. 고동색이다. 

3. 영어 글씨가 써 있고, 그림도 있다. 노랑색이다.

4. 분홍색이고, 구멍이 4개 있다. 둥근 원이 한 개 더 있다.

5.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금색이다. 구멍이 없다.

6. 빨간색이고, 구멍이 4개 있다. 둥근 원이 한 개 더 있다.

7. 나뭇잎이 그려져 있고, 구멍이 없다.

8. 사람이 그려져 있고, 구멍 없다. 9개의 작은 점들이 있다. 

9. 사각형이고, 구멍이 4개있다. 

10. 한글이 있고, 밖으로 둥근 원이 3개 있다. 구멍이 없다.

  특징에 따라 단추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분류된 단추들의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1) 각 묶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왼쪽 원 안의 것: 구멍이 있다. 

오른쪽 원 안의 것: 구멍이 없다. 여러 가지 문양이 그려져 

있다.

   2) 두 묶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구멍이 있는 점과 없는 점,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과 없는 

점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분류 기준을 적어봅시 

 다.

글씨가 써 있는 것

둥근 원이 밖으로 한 개 더 있다. 

지도 예시

 유의점

☞ 각 모둠에 단추 한 

주먹씩을 나누어 준다

(약 10개).

☞ 여러 단추를 비교하

여,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 등을 찾도록 

한다.

☞ 실물을 두개의 원안

에 나누어 넣는 활동

을 반복하여 실시하도

록 한다.

☞ 다른 모둠이 생각한 

독특한 방법을 찾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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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단추의 공통점 찾기

활동 목표

 단추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특징에 따라 단추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분류된 단추들의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① 주어진 단추들을 관찰하여 특징들을 말할 수 있다.

  ② 단추의 특징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누어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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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묶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 두 묶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분류 기준을 적어봅시다.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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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2   여러 가지 돌의 공통점 찾기

활동 목표
     

     

                                    

     

활동지, 여러 가지 암석 표본 또는 수집한 작은 돌,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동전, 십자드라이버, 돋보기, 사포(#150, #320) 등

① 주어진 돌들을 관찰하여 특징들을 말할 수 있다.

② 돌의 특징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학습 개요

o 단순 관찰을 한다.

o 조작 관찰을 한다.

o 여러 가지 특징의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 등을 찾는다.

o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

다.

3. 분류하기

1. 관찰하기

2. 공통점 찾기

o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o 분류된 돌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기

준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결과 비교하기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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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푸른빛이 나고, 십자드라이버에 잘 긁힌다.

2. 진한 노란색이며, 십자드라이버에 잘 긁히지 않는다.

3. 초록색이며, 십자드라이버에 조금 긁힌다.

4. 크기가 크며, 상아색이고 광택이 난다.

5. 하트 모양으로 크기가 크며 광택이 난다.

6. 연분홍색으로 광택이 없고, 드라이버에 잘 긁히지 않는

다.

7. 줄무늬가 있고 광택이 나며, 드라이버에 긁히지 않는다.

8. 연노랑색이며, 광택이 있고 사포에 잘 긁힌다.

9. 자주색이며 돋보기로 보았을 때 알갱이가 크다.

10. 연녹색이며 돋보기로 보았을 때 알갱이가 크다.

  분류 기준을 정하여, ‘그런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봅시다.

분류 기준 그런 것 아닌 것

 1. (예)동전보다 단단함 ①,③,④,⑤,⑧  ②,⑥,⑦,⑨,⑩

 2. 알갱이가 크다. ③, ⑧,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3. 십자드라이버에 긁힘
①, ③, ⑧, ⑨, 

⑩ 

②, ④, ⑤, 

⑥, ⑦

4. 사포에 쉽게 문질러짐 ①, ⑧, ⑨, ⑩ 
②, ③, ④, 

⑤, ⑥, ⑦

  특징에 따라 돌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분류된 돌들의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1) 각 묶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왼쪽 원의 것은 광택이 난다.

 오른쪽 원의 것은 광택이 나지 않고. 알갱이가 대체로 크

다.

  2) 두 묶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광택이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지도 예시

 유의점

☞ 번호를 쓴 스티커를 

수집한 돌에 붙여서 나

누어 준다.

☞ 단순 관찰(모양, 줄무

늬, 색깔, 광택 등)과 

조작 관찰(동전으로 긁

기, 돋보기 사용, 사포

로 문지르기 등)을 하여 

돌의 특징을 관찰하도

록 한다.

☞ 암석은 각각 고유의 

굳기를 가진 여러 가지 

광물의 혼합체이므로, 

고유의 굳기와 색깔 등

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

나 이 활동의 목적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은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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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돌의 공통점 찾기

활동 목표

 

   

 돌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분류 기준을 정하여, ‘그런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봅시다.

분류 기준 예 아니오

 1. (예)동전보다 단단한가? ①,③,④,⑤,⑧   ②,⑥,⑦,⑧,⑩  

  ① 주어진 돌들을 관찰하여 특징들을 말할 수 있다.

  ② 돌의 특징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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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에 따라 돌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분류된 돌들의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1) 각 묶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 두 묶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누어 넣어야 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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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단계: 일단계 분류

 주  제 3   동전 분류하기

활동 목표
      

     

                                    

     

준비물

활동지, 모둠 별로 동전 약 10개(우리나라 동전과 외국 동전 포함)

  ① 동전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동전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학습 개요

o 동전마다 크기, 색깔, 그림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관찰하기

2.  공통점 찾기
o 여러 가지 특징의 유사점, 차이점, 관

련성을 찾는다.

o 분류된 동전들을 공통적인 특징이 드

러나게 이름을 붙인다. 

3. 분류하기

o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o 분류된 동전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기

준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이름 짓기

5. 결과 비교하기
o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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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학이 그려져 있고, 한글이 써 있다. 옆에 톱니가 있다.

2. 구멍이 있고, 한자가 써 있다. 테두리에 오돌도돌한 점

이 있다.

3. 삼각형의 그림이 있다. 한자와 영어가 써 있다.

4. 굵은 테두리가 있다. 국화꽃 문양이 있다.

5. 커다랗게 ‘2’가 써 있고, 198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다.

6. 탑이 그려져 있고, 한글이 써 있다. 

7. 왕관을 쓴 사람이 그려져 있고, 영어가 써 있다. 

8. 작고 100이 가운데 적혀있다. 영어가 숫자 둘레에 써 

있다.

9. 쌀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한글이 써 있다.

10.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한글이 써 있다. 매우 가볍다.

  여러 동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글이 써 있는 것, 영어가 써 있는 것. 한문이 써 있는 것

꽃이 그려진 동전. 사람이 그려진 것. 2가 써 있는 것

100이 써 있는 것. 옆에 테두리가 굵은 것

구멍이 없는 것

   특징에 따라 동전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또, 동전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봅시다.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한자와 영어가 같이 쓰여 있는 것과 아닌 것

생물이 그려져 있는 것과 아닌 것

은색인 것과 아닌 것

이름:   외국 동전 이름:    한국 동전

지도 예시

 유의점

☞ 각 모둠에 동전 한 

주먹씩을 나누어준다

(약 10개).

☞ 임의의 동전 1개를 

선정하여 특징을 설

명하도록 하고, 그 동

전과 특징이 비슷한 

동전을 찾는다.

☞ 공통된 특징에 기초

하여 창의적으로 이

름을 짓도록 한다.

☞ 다른 친구의 결과 

발표를 잘 듣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찾

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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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분류하기

활동 목표
.

 동전의 특징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 동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 동전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동전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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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에 따라 동전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또, 동전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봅시다.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이름: 이름: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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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4   나뭇잎 분류하기

활동 목표

      

     

                                    

     

활동지, 모둠 별로 나뭇잎 약 10개

  ① 나뭇잎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나뭇잎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학습 개요

o 나뭇잎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관찰하기

2.  공통점 찾기
o 여러 가지 특징의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을 찾는다.

o 분류된 나뭇잎들을 공통적인 특징

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름을 붙인다. 

3. 분류하기

o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o 분류된 나뭇잎을 그림으로 나타내

고, 정확히 분류하였는지 확인한다.

4. 이름 짓기

5. 결과 비교하기
o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

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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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의 특징을 찾아서 발표해 봅시다.

1. 초록색이고, 7개로 갈라져 있다.

2. 여러 색이 나타나고, 벌레 먹은 자리가 있다.

3. 두 개로 갈라지며, 초록색이다. 끝이 뾰족하다.

4. 7개로 갈라져 있다. 자주색이다. 

5. 잎이 넓고, 초록색이다. 잎이 부드럽다.

6. 가늘고 길며, 자주색이다. 잎맥이 8줄이다.

7. 초록색이고 잎맥이 두껍다. 벌레 먹은 자리가 있다.

8. 주로 노랑색이고, 벌레 먹은 자리가 있다. 잎맥은 연두  

 색이다.

9. 잎이 둥글고, 긴 잎자루가 달려있다. 자주색이다.

10. 잎맥이 많고, 초록색이다.

  여러 나뭇잎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록색이다. 자주색이다. 둥글고 넓적하다. 가늘고 길다.

잎자루가 짧다. 벌레 먹은 자리가 있다.

  특징에 따라 나뭇잎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또, 같은 묶음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봅시다.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벌레 먹은 것과 아닌 것.

잎이 갈라진 것과 아닌 것

잎맥이 굵은 것과 아닌 것

이름:   새봄 이름:   가을

지도 예시

 유의점

☞ 각 모둠에 나뭇잎 약 

10개를 나누어준다.

☞ 임의의 나뭇잎 1개를 

선정하여 특징을 설명

하도록 하고, 그 나뭇

잎과 특징이 비슷한 

나뭇잎을 찾아보도록 

한다.

☞ 공통된 특징에 기초

하여 창의적으로 이름

을 짓도록 한다.

☞ 다른 친구의 분류 결

과를 잘 듣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찾아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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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분류하기

활동 목표

 ① 나뭇잎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나뭇잎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나뭇잎의 특징을 찾아서 발표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 나뭇잎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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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에 따라 나뭇잎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또, 같은 묶음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봅시다.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이름: 이름: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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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단계: 다단계 분류

 주  제 5   씨앗 분류하기

활동 목표

     

                                    

     

준비물

활동지, 여러 가지 씨앗

  ① 씨앗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씨앗들을 다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 개요

o 여러 가지 씨앗의 공통점, 차이점, 관련

성을 찾는다.

1. 공통점 찾기

o 씨앗들을 재분류하고, 각 분류된 묶음의 

특징에 따라 알맞은 이름을 붙인다. 

2. 일단계 분류하기

o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o 분류된 씨앗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정확

히 분류하였는지 확인한다.

3. 다단계 분류하기

4. 결과 비교하기
o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다.



- 86 -

  특징에 따라 씨앗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1) 분류된 씨앗들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2) 각 묶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큰 것과 작은 것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등

  씨앗들을 그려나가면서 분류하여 봅시다.

    일단계 분류한 기준을 적어봅시다.

  한 번 분류한 것을 다시 분류하여 봅시다. 또, 각각의 묶음에 알맞은 

이름을 지어 봅시다.

  씨앗들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씨눈이 보이는 것은? 

기준: 큰 것은?

기준: 딱딱한 껍질은? 기준: 흰색인 것?

이름: 딱딱이 이름: 물렁이 이름: 흰돌이 이름: 색색이

지도 예시

 유의점

☞ 분류 기준에 따라 정

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각 원 안의 씨앗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아보도록 한다.

☞ 전체 씨앗을 분류활

동지의 맨 위에 위치

시키고 분류하도록 한

다. 다음 단계로 진행

할 때, 겹치거나 빠지

는 것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 공통된 특징에 기초

하여 창의적으로 이름

을 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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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분류하기

활동 목표

 특징에 따라 씨앗들을 두 개의 원 안에 나누어 넣어봅시다.

 1) 분류된 씨앗들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2) 각 묶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 씨앗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씨앗들을 다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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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들을 그려나가면서 분류하여 봅시다.

    먼저, 일단계 분류를 하여 봅시다.

 한 번 분류한 것을 다시 분류하여 봅시다. 또, 각각의 묶음에 알맞은 이름을 붙

여 봅시다.

 씨앗들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기준:

기준: 기준:

이름: 이름: 이름: 이름:



- 89 -

 주  제 6   액체 분류하기

활동 목표

    

     

                                    

     

활동지, 모둠별 투명 필름통 10개, 여러 가지 액체(인스턴트 커피, 물, 암모

니아수, 참기름, 오렌지 주스, 양파즙, 녹차, 탄산음료, 향수, 간장, 알코올, 

액체 비누, 식용유, 식초 등) 

  ① 액체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액체들을 특징에 따라 다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 개요

o 여러 가지 액체들의 공통점, 차이점, 관

련성을 찾는다.
1. 공통점 찾기

2. 다단계 분류하기

o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o 한 번 분류된 것을 계속해서 분류한다.

o 분류된 액체들을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

나게 알맞은 이름을 붙인다. 

3. 결과 비교하기 o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다.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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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의 특징을 찾아서 적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해 봅시다.

1. 구수한 냄새가 나고, 묽은 흙 색깔이다.

2.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다. 향기도 없다.

3. 역한 냄새가 난다. 색깔이 없다.

4. 노랑색이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

5. 진노랑색이다. 시큼한 냄새가 난다.

6. 흰색이다. 양파 냄새가 난다.

7. 옅은 녹색이다. 약간 고소한 보리차 냄새가 난다.

8. 공기 방울이 올라온다. 무색이다.

9. 꽃 냄새가 난다. 무색이다.

10. 약간 누런색이다. 꽃 냄새가 난다.

  액체들을 맨 처음 삼각형 안에 모두 넣고, 분류해 봅시다. 

  1) 공통된 특징에 따라 도형 안에 번호를 적어가며, 분류해 봅시다.

  2) 같은 마름모와 같은 원 안에 있는 액체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

는 이름을 지어 봅시다.

왼쪽 마름모: 식용 액체

오른쪽 마름모: 냄새 강한 액체

왼쪽 원: 누런 액체

왼쪽 원: 구수한 액체

  액체들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색깔이 진한 것은? 손등에 올렸을 때 시원한 것은?

1, 2, 3, 4, 5 

6, 7, 8, 9, 10

2, 3, 6, 8, 9 1, 4, 5, 7, 10

2, 8 3, 6, 9
4, 5, 

10
1, 7

지도 예시

 유의점

☞ 액체의 색깔과 냄새

를 정확하게 알기 위

해서는 필름통보다 비

커가 더 효과적이나 

분류 활동의 특성상 

이동 조작의 편리를 

위해 뚜껑이 닫힌 필

름통에 담아서 사용한

다.

☞ 필름통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를 

분류기준으로 사용하

지 말 것을 주지시킨

다.

☞ 액체의 성질을 파악

하고자 할 경우, 함부

로 맛을 보거나 직접 

코를 대지 않도록 주

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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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분류하기

활동 목표

 액체의 특징을 찾아서 적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① 액체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묶을 수 있다.

  ② 분류된 액체들을 특징에 따라 다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물의 특징은 냄새가 없

고, 투명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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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들을 맨 처음 삼각형 안에 모두 넣고, 분류해 봅시다. 

 1) 공통된 특징에 따라 도형 안에 번호를 적어가며 분류해 봅시다. 

 2) 같은 마름모와 같은 원 안에 있는 액체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봅시다.

 

 씨앗들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의 독특한 분류 기준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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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단계: 분류 체제

 주  제 7   외계 생명체 분류하기

활동 목표

 

     

                                    

     

준비물

활동지, 교재에 있는 외계 생명체 복사물, 빈 용지

  ① 과학자가 분류한 것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② 과학자들이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류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개요

o 외계 생명체는 여러 가지 특징(눈, 

작은 점, 꼬리 등)을 가지고 있다.
1. 관찰하기

2. 단계별 분류기준 찾기
o 유사점, 차이점을 알아보고, 알맞은 

분류 기준을 찾는다.

3. 이름 짓기
o 단일 항목의 생명체에 특징이 잘 드

러나게 이름을 붙인다.

4. 분류 체제 이해하기
o 과학자들이 분류하여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류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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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 되었다. 맨 먼저 발견한 과학자는 다음과 같

이 분류하였다. 

            

외계 생명체

2, 5, 8, 9 1, 3, 4, 6, 7

8. 

사각 눈 

벌레

2, 5, 9

기준1: 눈이 있는가?

기준2: 검은 색의 눈인가? 기준3: 꼬리가 잇는가?

2. 

짧은 

꼬리 

쭉꾸미

5. 

긴 

꼬불꼬

리

2, 5 9. 

꼬랭이

기준4: 꼬리가 잇는가?

1, 4
6. 

쏜살 

벌레

3. 

양배추 

손 

7. 

외곽 

삐죽이

1, 4, 6 3, 7

기준5: 민무늬인가? 기준6: 줄무늬가 있는가?

1. 

동그랑 

점 

벌레 

4. 

납작 

줄 

벌레

기준7: 꼬리가 긴가? 기준8: 점무늬가 있는가?

  주어진 외계 생명체를 관찰하고, 특징을 적어 봅시다.

꼬리가 있다. 꼬리가 꼬부라져 있다. 눈이 있다. 줄무늬가 

있다. 작은 점들이 많이 있다. 동그란 작은 원이 있다. 동

글동글 말려있다. 배추 보양이다. 지렁이 같이 생겼다. 

  분류가 이루어진 묶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각 단계별로 알맞

은 분류 기준을 적어 봅시다. 

공통점과 차이점: 눈이 있는가?

기준: 눈이 있는가? 눈의 모양이 동그라미인가? 꼬리가 있

는가? 줄무늬가 있는가? 꼬리가 긴가?

  단일 항목이 된 생명체에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적어 봅시다.

네모 눈 벌레, 눈 달린 덩이, 민무늬 삼각 벌레, 양배추 손, 

외각 삐죽이, 긴 꼬리 로켓 벌레 등 

  과학자의 외계 생명체 분류 체제를 살펴보고, 특징을 알아봅시다.

단일 항목이 될 때까지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알맞은 이

름을 붙였으며, 분류기준이 분명하다.

지도 예시

 유의점

☞ 교재에 있는 외계 생

명체의 복사물을 가위

로 오려서 사용하면, 이

동 조작을 쉬워 더 효

율적인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그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를 분류 기

준으로 사용하지 말 것

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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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생명체 분류하기

활동 목표

  ① 과학자가 분류한 것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② 과학자들이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류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 되었다. 맨 먼저 발견한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⑧⑦ ⑨

            

화성 생명체

2, 5, 8, 9 1, 3, 4, 6, 7

8

이름:

2, 5, 9

기준:

기준: 기준:

2

이름:

5

이름:

2, 5 8

이름:

기준:

1, 4 6

이름:

3

이름:

7

이름:

1, 4, 6 3, 7

기준: 기준:

1

이름:

4

이름

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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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외계 생명체를 관찰하고, 특징을 적어 봅시다.

 

 분류가 이루어진 묶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각 단계별로 알맞은 분류 기

준을 적어 봅시다. 

 단일 항목이 된 생명체에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적어 봅시다.

 

 과학자의 외계 생명체 분류 체제를 살펴보고, 특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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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8      지문 분류하기

활동 목표

   분류 체제를 완성하고, 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학습 개요

                                    

     

준비물

활동지, 투명 테이프, 색연필, 풀, 흰 종이

o 학생들의 손가락 지문을 찍어 분류

할 준비를 한다.
1. 지문 준비하기

2. 관찰하기 o 여러 가지 지문을 관찰하여 속성과 

특성을 파악한다.

o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 체제를 

완성한다.

3. 공통점 찾기
o 지문의 유사점, 차이점, 관련성을 

찾는다.

4. 분류하기

5. 탐정 놀이하기 o 완성한 지문 분류 체제를 이용하여, 

범인의 지문을 찾는다.



- 98 -

  분류할 지문을 준비하여 봅시다.

1) 학생들의 손가락 지문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골고루 문지른다.

2) 접착력이 강한 투명 테이프 위에 눌러서 지문을 찍는다. 

3) 지문 자국이 난 투명 테이프를 종이 위에 붙이고,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지문의 특징을 찾아 발표하여 봅시다.

1. 회오리, 사람 눈이 들어 있다.

2. 우주의 모습이 보이고, 태극 문양이 들어있다. 

3. 선이 두껍다. 

4. 소용돌이 가 보인다. 

5. 회오리 모양이 뚜렷하다.

6. 선이 많다. 산처럼 되어 있다.

7. 산 모양이 옆으로 움직인다. 미끄럼틀이 보인다.

8. 움직이는 생물이다. 입도 보인다.

9. 블랙홀의 모습이다. 뒤죽박죽 동그라미가 섞여있다.

10.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다.

  여러 지문의 공통점을 찾아 적어 봅시다.

  산 모양이 있다. 동그라미가 있다. 소용돌이가 있다. 줄무늬가 

 오른쪽으로 흐른다.

  분류 체제를 완성하여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지문에는 이름

을 붙여봅시다.

  완성한 지문 분류 체제를 이용하여, 선생님이 제시하는 범인의 지문

을 찾아봅시다.

전체 지문

기준: 세모가 있는 

        것은?

기준: 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4

아치

기준: 회오리가 

       있는가?

5

나선

아니다

기준: 서로 섞여

      있는가?

2

고리

8

루프

기준: 산 모양이 있는 것?

그렇다

기준: 둥근

      산인 것?

아니다

기준: 오른쪽으로

      기우는가?

그렇다

3

우기

6

좌기

7

둥산

1

뾰산

지도 예시

 유의점

☞ 학생들이 찍은 지문을 

직접 사용하면 더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다. 모

둠별로 특징이 잘 드러

나는 지문을 8~9개 정

도 골라 사용한다.

☞ 지문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를 분류기

준으로 사용하지 않도

록 주지시킨다.

☞ 지문 분류 체계를 통

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

여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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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류하기

활동 목표

  분류 체제를 완성하고, 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분류할 지문을 준비하여 봅시다.

1) 학생들의 손가락 지문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골고루 문지른다.

2) 접착력이 강한 투명 테이프 위에 눌러서 지문을 찍는다. 

3) 지문 자국이 난 투명 테이프를 종이 위에 붙이고,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지문의 특징을 찾아 발표하여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 지문의 공통점을 찾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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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문 

기준:

 분류 체제를 완성하여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지문에 이름을 붙여봅시

다.

 완성한 지문 분류 체제를 이용하여, 선생님이 제시하는 범인의 지문을 찾아봅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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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단계: 서열화

 주  제 9 라면류 순서 정하기

 
활동 목표

  ① 라면류의 성분표를 관찰하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성질과 정도에 대한 순서를 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 개요

     

준비물

활동지, 여러 가지 라면류 포장지(라면류, 칼국수류, 자장면류 등), 가위

o 여러 라면류의 포장지를 관찰한다.

o 여러 제품의 성질, 정도를 확인한다.
1. 관찰하기

2. 경향성 찾기 o 다양한 라면류 포장지의 성분표를 보

고 경향성을 파악한다.

o 순서를 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다. 

3. 서열화 하기
o 기준에 따라 라면류를 서열화한다.

o 활동지에 성질과 정도를 표시한다.

4. 결과 비교하기



- 102 -

  라면류의 포장지를 잘 살펴보고, 여러 제품의 성질과 정도를 비교하

여 봅시다.

  여러 제품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을 표시해 봅시다.

   ․    탄수화물 함유량                             

   ․    나트륨 함유량                               

   ․    칼로리                                      

   ․    중량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성질, 정도를 표시해 봅시다.

 (예)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적다                                               많다

66g      73g    79g            94g               

탄수화물 함유량

         C제품      B제품     D제품     A제품      

적다                                               많다

 1,630mg   2,050mg   2,410mg   2,810mg        

나트륨 함유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성질, 정도를 표시해 봅시다.

 

       C제품    D제품       A제품      B제품   

적다                                              많다

  335kcal    480kcal    520kcal  610kcal          

칼로리

      C제품    B제품     D제품        A제품    

적다                                              많다

        98g      117g      120g         140g   

중량

  순서를 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각 함유량과 중량은 라면류 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많다. 
 

지도 예시

 유의점

☞ 다양한 라면류의 포장

지를 준비한다.

☞ 막대 그래프, 원 그래

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

들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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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류 순서 정하기

활동 목표

  ① 라면류의 성분표를 관찰하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성질과 정도에 대한 순서를 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면류의 포장지를 잘 살펴보고, 여러 제품의 성질과 정도를 비교하여 봅시다.

 여러 제품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을 표시해 봅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성질, 정도를 표시해 봅시다.

 (예)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적다                                                           많다

           68g      71g         74g            80g              

                           탄수화물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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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류의 포장지에 있는 성질과 정도에 대한 순서를 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나타내 봅시다.

 

 순서를 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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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10 동물 족보 만들기

활동 목표

  ① 동물들을 관찰하고,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② 경향성에 따라 동물 족보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개요

     

준비물

활동지, 가위

o 주어진 동물들을 관찰한다.1. 관찰하기

2. 경향성 찾기 o 여러 동물들이 진화된 경향성을 찾는

다.

o 만든 족보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한다. 

3. 서열화 하기
o 여러 동물들을 진화한 순서에 따라 족

보로 나타낼 수 있다.

4. 결과 비교하기



- 106 -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자.

등껍질의 점 모양이 다르다. 몸통 모양이 비슷한 것이 있다. 

개구리 같이 생겼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생겼다. 

머리에 뿔이 있는 것도 있다. 발톱이 발달한 것도 있다. 얼굴

이 통통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다. 손가락이 짧아지는 

것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1

7

8
6

3

24

9

등이 볼록

해짐

등이 길어짐

등이 더 길어짐

등에 점이 

생김

더 볼록해짐

점이 갈라짐

점이 뭉침

발이 

커짐

  네 가지 동물들을 한 줄로 나열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 봅시다.

   이유: 발이 점점 커져간다.

  <보기>와 같이 족보를 만들어보자. 제일 아래가 조상이다. 그 다음 

갈라지는 곳이 중간 조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보자.

  결과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8

(×)

(○)

<보기> 족보 만드는 방법

엉덩이가 길어지고 

눈이 잘 보기 위해 

눈이 발달했다.

헤엄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가 

생겼다.

지도 예시

 유의점

☞ 교재에 제시된 동물의 

복사물을 가위로 오려

서 사용하면, 이동 조작

을 쉬워 더 효율적이다.

☞ 동물 족보 만드는 방

법은 활동지에 안내되

어 있다.

☞ 제일 아래에 조상 동

물을 위치시킨다.

☞ 한 곳에서 세 개 이상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

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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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족보 만들기

활동 목표

  ① 동물들을 관찰하고,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② 경향성에 따라 동물 족보를 만들 수 있다.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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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동물들을 한 줄로 나열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 봅시다.

 <보기>와 같이 족보를 만들어보자. 제일 아래가 조상이다. 그 다음 갈라지는 곳

이 중간 조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보자.

 결과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9

(×)

(○)

<보기> 족보 만드는 방법

엉덩이가 길어지고 눈

이 잘 보기 위해 눈이 

발달했다.

헤엄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