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 - 교사용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린네와 함께하는 생물 다양성 이야기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린네와 함께하는 생물 다양성 이야기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전체 구성

상황 제시
동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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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

거미가 되어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어 보자.

2차시

감성적 체험

▶

거미가 되어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어 보자.

3차시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STEAM 준거틀 구성계획(총괄계획표)

차시

주제

내용

교과목

STEAM
요소

과학

S

만화 영화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캐릭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포

1차시

동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켓몬의 특징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준을 말해 본다. 다
양한 척추동물들을 특징에 따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로 분류해 본다. 척추, 무척추 기준을 설명하고 다양한 동
물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무척추동물 중 하나인 거미에 대해 알아본다. 거미의 생김새
가 곤충과 비슷하지만 다른 분류군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거미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거미줄을 이용한

2차시
3차시

거미가 되어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어 보자.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 알아본다. 거미의 특징 중 하나인 거미
그물(거미집)을 만들어 본다.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곤충들을
잡을 수 있는 거미집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여 제작하여 본
다. 완성시킨 거미집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본다.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서로 말해 본다. 거미집을

과학
미술
국어

S,T,E,A

공학
기술

만들면서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 칭찬할 점은 칭찬하고 비판
할 점은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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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시 구성 계획(총 3차시)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프로그램명

학교급

초등
(3 - 4)

차시

총 3차시

•동물들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동물들의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동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동물을 분류 할 수 있다.
교육목표

관련교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차이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척추동물군에 속하는 동물들을 나열 할 수 있다.
•무척추동물군에 속하는 동물들을 나열 할 수 있다.
•거미와 곤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거미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미술, 국어, 공학, 기술
(내용요소) (3) 동물의 생활
(성취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03-03]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10) 동물의 한 살이
(성취기준) [4과10-01] 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과정에서 암·수의 역
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10-02] 동물의 한 살이 관찰계획을 세우고, 동물을 기르면서 한 살이를 관찰하며, 관
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10-03]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동물에 따라 한 살이의 유형이 다
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요소) (2) 표현
미술

(성취기준)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
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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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성취기준)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1차시
(상황제시)

2차시
(창의적 설계)
3차시
(감성적 체험)

[생각 열기]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의 개념을 알 수 있다.
•포켓몬스터 캐릭터에서 동물과 닮은 특징을 찾아본다.
•포켓몬스터 캐릭터의 특징과 서식환경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생각 펼치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동물들을 기준에 맞게 분류 할 수 있다.
[생각 다지기]
•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대해 안다.
[생각 열기]
•식물과 동물의 특징에 대해 안다.
•동물들의 분류체계를 알고 동물들의 특성과 분류체계를 연관 지을 수 있다.
[생각 펼치기]
•무척추 동물의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거미와 곤충 표본을 관찰하며 활동지의 빈칸에 적어본다.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조원들과 토론하여 본다.
•거미의 특징을 생각하여 거미줄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본다.
[추가활동]
•3D펜을 이용하여 상상한 거미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본다.
[생각 다지기]
•거미의 특징을 생각하여 설계한 거미줄을 소개하여 본다.
•거미줄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과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공학 기
술에 대해서 알아본다.

교과목

과학

과학
미술
국어
공학
기술

STEAM
요소

S

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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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1/3)
수업주제
교육목표

동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학교급

초등 (3 - 4)

차시

1차시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며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동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동물을 분류 할 수 있다.

STEAM 요소

관련교과

S

과학

(내용요소) (3) 동물의 생활
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국어
(성취기준)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준비물

흐름

활동지, 포켓몬스터 카드, 부직포(2~3장)

시간(분)

교수-학생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생각 열기]
•학생들을 4~5명 모둠을 만들어 앉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분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게 한다.
•활동지에 제시된 옷에 관련된 그림들을 보여주며 분류를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학생들에게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류를 하는 상황들에 대해 발표
하게 한다.

도입

동영상(포켓몬스터 오프닝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의 정의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발표한 다양한 상

장면 : 포켓몬스터 캐릭터

황들을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 중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와 사는 배경이 나오는 장

본다.

면들이 들어 있는 동영상),

5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포켓몬스터 캐릭터의 특성과 사는 환경을
알 수 있는 오프닝 동영상을 시청한다.
•학생들에게 포켓몬스터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지 물
어 보고 코팅된 포켓몬스터 카드를 나누어 준다. 포켓몬스터 카드를 받
고 조별로 의논하여 기준을 정한다. (예) 서식지에 따라 나누자. 생긴 모
습에 따라 나누자.)
•기준에 맞게 색이 다른 부직포에 포켓몬스터 카드를 붙여 본다.
•부직포는 2~3장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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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포켓몬스터 카드,
부직포 (2~3장)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흐름

시간(분)

교수-학생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생각 펼치기]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척추의 유무, 체온 변화양식, 번식 방법, 호
흡법에 따라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제시된 동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글에
동그라미를 쳐 보도록 지도한다.
•특징들을 조합하여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중 어디에 속하
전개

30분

는지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펭귄, 고래, 오리너
구리를 설명하는 동영상 :
전체 상영시간이 길기 때문
에 편집을 해서 사용하거나

동영상

트리밍구간

펭귄

1:09~1:16 / 1:36~2:09

고래

0:14~0:20 / 0:28~1:18

오리너구리

2:36~2:51

제공된 편집 동영상을 사용
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
함), 활동지

•학생들이 답을 적고 난 후 고래, 오리너구리, 펭귄이 각각 포유류와 조
류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생각 다지기]
•학생 참고자료에 있는 무척추 동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언급한다.
정리

5분

•퀴즈를 통해 척추동물과 무척추 동물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게 한다.

활동지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준으로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적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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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지민이는 어머니를 도와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분류하여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민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옷을 분류
하였을까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3221&cid=58663
&categoryId=58692

답

알아두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3221&cid=58663
&categoryId=58692

팔이 짧은 상의와 팔이 긴 상의로 분류 하였습니다.

분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용 목적이나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인위분류와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자연분류로 나눕니다.

인위분류의 예 = 식용식물/약용식물
자연분류의 예 = 종자식물/포자식물
과학에서는 인위분류로 분류를 하면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분류로 분류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3221&cid=58663&categoryId=58692

정국이가 다양한 기준으로 물건들을 분류 했어요. 인위분류에 해당 하는 것과 자연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적어
봅시다.
비싼 신발 / 비싸지 않은 신발, 파란색 신발

인위분류

자연분류

/ 검은색 신발 / 빨간색 신발, 먹을 수 있는
버섯 / 먹을 수 없는 버섯, 식물 / 동물

비싼 신발 / 비싸지 않은
신발, 먹을 수 있는 버섯 /
먹을 수 없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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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신발 / 검은색 신발 /
빨간색 신발, 식물 / 동물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학생
참고자료
일상생활에서의 분류
아파트 입구에 놓여있는 분리수거 통은 일상생활에서 우
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류의 한 예에요.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 등으로 나누어 쓰레기를 버리면
재활용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어요.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기사
학교를 갈 때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용하는 버스.
버스도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버스는 번호로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을 분류해 놓았어요.
그래서 버스 번호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여 어느
지역으로 가는 버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0은 중구, 남구, 3은 북구 4는 수성구, 5와 6은
달서구, 9는 경산을 의미합니다.
버스번호의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출발하는 지역을 나타
내며 마지막 숫자는 종점을 나타냅니다.
출처: 국제신문
이렇게 숫자를 이용하여 분류를 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 과정에도 분류가 이용됩
니다.
우편번호의 숫자들은 각각 의미하는 지역이 있어 집배원
들이 우편번호를 보고 손쉽게 우편물을 분류 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분류된 우편물들은 각 지역의 우체국으로 보내지
출처 : 문화일보

며 세분화된 분류를 거쳐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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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기준을 정해 나누어 봅시다.
				

출처: 유투브

학생들은 4명씩 조를 만들어 나누어준 포켓몬 캐릭터 카드를 이용하여 포켓몬을 자유롭게 분류하여 봅시다.
(두 가지 색의 부직포에 포켓몬스터 카드를 나누어 붙여 봅시다.)

※ 어떤 기준들로
포켓몬스터를 나누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포
 켓몬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포켓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 포켓몬들의 크기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 친구들이 포켓몬스터를
나눈 기준과 나의 기준을
비교하여 봅시다.

친구들은 포켓몬스터를 크기에 따라 나누었는데 나는 사는 지역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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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교사참고자료
포켓몬고 게임에서의 분류-1
포켓몬GO
GPS기능을 활용해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켓몬이란?
포켓몬스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생물인 포켓몬은, 야생에서 자라거나 포켓몬 트레이너라 칭하는 인간에 의해 길러지기도
하며, 포켓몬 배틀을 통해 강해지기도 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모습과 능력이 바뀌는 진화를 하기도 한다.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포켓몬은 몬스터 볼이라 불리는 작은 공 모양의 물건 안에 넣을 수 있으며, 인간이 필요할 때 몬스터 볼에서
내보낼 수 있다.

포켓몬을 분류한 예시
1. 물과 관련된 포켓몬 : 물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며 주로 물에서 사는 동물들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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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풀과 관련된 포켓몬 : 풀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며 식물과 관련이 있는 캐릭터나 풀에서 사는 포켓몬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벌레 타입 포켓몬 : 벌레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며 생긴 모양이나 사는 곳이 곤충이나 벌레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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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학생
참고자료
척추동물의 분류
Q. 동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요.
이후 칼 폰 린네에 의해 더 자세하게 나뉘어 졌어요.
동물은 크게 등뼈가 있는 동물과 등뼈가 없는 동물로 나뉘어져요.
등뼈가 있는 동물은 척추동물, 등뼈가 없는 동물은 무척추 동물이라고 불러요.
척추동물은 다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나눌 수 있어요.
포유류의 특징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새끼를 낳아 길러요.
조류의 특징은 날개가 있고,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으며, 알을 낳아 길러요.
파충류의 특징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몸의 온도가 변화하는 변온동물이며,
알을 낳아 길러요.
양서류의 특징은 물과 육지를 오고갈 수 있으며, 알을 낳아 길러요.
어류는 비늘이 있으며, 알을 낳아 길러요.
척추동물

표면

호흡기관

체온

번식

포유류

털

허파

정온

새끼

조류

깃털

허파

정온

알

파충류

비늘

허파

변온

알

양서류

피부

허파,피부,아가미

변온

알

어류

비늘

아가미

변온

알

일반적으로 동물은 짐승을 말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도 동물에 포함이 되요.
출처 : 네이버 어린이 백과, 출처 : 위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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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활동 1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https://www.youtube.com/
watch?v=X9ZlJxwUpHI

-https://www.youtube.com/
watch?v=aU7_bJqwDlU
-https://www.youtube.com/
watch?v=vjaZqTwtVxA

https://www.youtube.com/
watch?v=0EHS7Nhg5L4

▶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생각하며 제시된 그림을 참고하여 동물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조별로 토론하여 봅시다.

출처 : 네이버 어린이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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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 동영상과 제시된 글을 보며 동물들의 특징을 찾아 해당하는 글에 동그라미 쳐 보고 제시된 그림을 참고하여 포유류, 조류, 파충
류, 양서류, 어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적어 봅시다.

1. 고래

출처 : 유투브
고래 : 난 고래야. 보통 물고기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거든.
여기 내 배꼽 보이지?
학생 : 어~ 사람처럼 배꼽이 있네.
고래 : 아
 ~주 오래전에 나도 다리랑 꼬리가 있었다. 다른 동물들처럼 몸에 털도 있었고. 하지만 물 속 생활에 적응하면서 좀 더
빠르게 헤엄치기 위해 털은 없어지고 다리와 꼬리는 지느러미가 되었지. 나는 엄마 뱃속에서 1년 정도 자란 뒤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나서는 6개월 정도 엄마 젖을 먹고 자라지.

알

체온이
변한다

척추가
있다

VS

VS

VS

새끼

체온이
일정하다

척추가
없다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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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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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2. 오리
너구리

출처 : 유투브
호주에 살고 있는 오리너구리는 조류일까? 파충류일까? 입은 오리같이 생겼지만 몸은 털로 덮여 있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땅에 알을 낳거든. 오리너구리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고 체온이 변하지 않아.

알

체온이
변한다

척추가
있다

VS

VS

VS

새끼

체온이
일정하다

척추가
없다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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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너구리
답

20 _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교사 참고 자료
오리너구리

출처 : 동물이름사전
오리너구리
학명 : Ornithorhynchus anatinus (Shaw, 1799)
영명 : platypus, duckbill platypus, duck-billed platypus
오리너구리는 단공목 오리너구리과에 속한 원시적인 난생 보유동물입니다.
몸무게 1.3~2.3kg, 몸길이 47.5 ~ 56cm, 부리길이 5~6cm, 꼬리 10.5~15.2cm쯤이며,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더 큽니다.
몸은 유선형이며 배가 넓어서 약간 편평한 모양입니다. 발에는 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잘 칩니다.
오리너구리는 강, 호수, 연못 등 수온이 섭씨 25~29.9도 사이인 민물에서만 서식하며 물 근처에 굴을 파고 삽니다.
먹이로는 연체동물에 속하는 수서동물을 먹고 살며 볼 주머니를 이용해 저장을 해 놓았다가 수면위로 올라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번식 시기는 겨울에서 늦은 봅 사이이며 물속에서 교미를 합니다. 임신기간은 2~3주정도로 추정되고 다른 포유류들과는
달리 알을 낳는 원시적인 난생으로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새끼는 암컷 복부의 주름진 피부에서 스며 나오는 젖을 핥고
자랍니다.

오리너구리는 단공목에 속하는데 단공목의 특징은 소화관과 요관, 그리고 생식관이 결합하여 하나의 ‘총 배설강’구멍을
이룹니다. 단공류의 또 다른 특징은 자궁이 없으며, 난생으로 조처럼 알을 낳아 부화시키는 특이한 포유동물입니다.
수컷의 발뒤꿈치에는 소와선이 있어 독액을 분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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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펭귄

출처 : 유튜브
페이소 : 얼마 전에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아빠 펭귄 : 우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동안 아기들을 봐준다니 정말 고마워.
아기 펭귄 : 저도 가면 안 되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하나도 겁 안나요.
엄마 펭귄 : 넌 아직 어려 로코. 니 깃털론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어.
아빠 펭귄 : 엄마 말이 맞아 어른들은 차가운 물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깃털을 가지고 있단다.
페이소 : 깃털이 없이 차가운 물에서 헤엄을 쳤다간 금새 감기가 걸릴거야.

알

체온이
변한다

척추가
있다

VS

VS

VS

새끼

체온이
일정하다

척추가
없다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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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펭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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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고자료

무척추동물
무척추 동물은 척추동물과는 달리 등뼈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전체 동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몸의 모양, 번식 방법, 생활 방식 등에 따라 극피동물, 절지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편형동물, 강장동물 등으로 나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퀴즈>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처 : 네이버 어린이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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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생각 다지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중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찾아봅시다.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생각하여 봅
시다.
예)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곤충, 거미, 조개, 지렁이, 뱀, 도마뱀, 강아지, 고양이, 비둘기, 다리가 많다, 몸이 딱
딱하다. 물컹거린다, 비, 마디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비둘기

포유류

파충류

조류

뱀

척추동물
양서류

어류

동물

무척추동물

딱딱하다
곤충

거미

조개

다리가 많다

지렁이

마디

물컹거린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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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2~3/3)
수업주제

거미가 되어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어 보자.

교육목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차이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척추동물군에 속하는 동물들을 나열 할 수 있다.
•무척추동물군에 속하는 동물들을 나열 할 수 있다.
•거미와 곤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거미줄의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다.

STEAM 요소

학교급

초등 (3 - 4)

관련교과

S, T, E, A

차시

2~3차시

과학, 미술, 국어, 공학, 기술

(내용요소) (3) 동물의 생활
(성취기준) [4과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03-02]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03-03]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내용요소) (10) 동물의 한 살이

과학

(성취기준) [4과10-01] 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10-02] 동물의 한 살이 관찰계획을 세우고, 동물을 기르면서 한 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4과10-03]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동물에 따라 한 살이의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요소) (2) 표현
(성취기준)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5] 조형 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국어

(성취기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성취기준)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준비물

흐름

도입

활동지, 일회용 접시, 다양한 색깔의 털실 ( 펀치, 가위 ), 연필, 거미와 곤충 표본

시간(분)

20분

교수-학생 활동
[생각 열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물과 식물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동물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동물에 대해 언급하여 준다.
•고래, 박쥐 ,오리너구리, 펭귄 중 다른 그룹에 속하는 하나를 찾게
하고 이유를 설명해 준다.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과 개구리가 속하는
분류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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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활동지, 연필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흐름

전개

시간(분)

50분

교수-학생 활동
[생각 펼치기]
•스파이더 맨 동영상을 보여주며 사람과 거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적어보게 한다.
•무척추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사진에 제시된
거미, 달팽이, 지렁이, 불가사리는 어느 분류군에 속하는지 이야기 해
보도록 지도한다.
•무척추 동물의 절지동물에 속하는 거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본다.
•거미와 곤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거미와 곤충의 표본을 보며 거미와 곤충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활동지를 작성한다.
•거미가 줄을 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거미줄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려보게 한다.
•일회용 접시와 털실을 이용하여 거미줄을 만들어 봅시다.
[추가활동]
•학생들이 4~5명씩 조를 만들게 한다.
•학생 수에 맞게 3D펜과 한 묶음의 필라멘트를 준비한다.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미줄을 상상해 보게 한다.
•3D펜을 이용하여 상상한 거미줄을 직접 만들어 본다.

정리

1분

[생각 다지기]
•완성한 거미줄을 친구들에게 발표하여 봅시다.
•스스로가 잘한 점은 칭찬해 주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여 격려해
봅시다.

자료 및 유의점

활동지. 동영상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는 영상 ;
스파이더맨이 사람인 모습과
거미인간이 되어 사람의
특성과 거미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 많이
포함된 영상), 털실, 종이 접시,
(가위, 펀치), 거미와 곤충 표본

3D펜, 필라멘트

활동지.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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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생각 다지기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동물의 특성

•음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호흡을 합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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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학생
참고자료

동물이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중 동물은 약 60퍼센트를
차지해.
코끼리나 고래처럼 몸집이 큰 동물이 있는 반면, 개미나
물벼룩처럼 아주 작은 동물도 있단다.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동물과 식물을
나누어 불렀다고 해.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은 동물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지만 식물은 햇빛과 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 수 있어.
또한 식물은 한번 뿌리내리면 움직일 수가 없지만 동물은
다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동물이지만 식물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어.
인어공주 만화에 나오는 산호.
어른들이 좋아하는 주황빛의 멍게.
니모의 집인 말미잘이 대표적인 동물이야.
산호, 멍게, 말미잘은 플랑크톤과 게, 다시마와 같은 작은
생물을 먹고 살아.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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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다음 동물들 중 다른 그룹에 속하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어느 동물이 다른 그룹에 속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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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의 분류

동물
척추
없다

있다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번식방법

알
체온조절

포유류

변온

정온

호흡기관

조류

어류

새끼

아가미

양서류

아가미, 폐

파충류

폐

포유류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양서류
개구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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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교사 참고 자료

동물들에 대한 설명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출처 : 위키피디아

출처 : 위키피디아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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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생각 펼치기
스파이더맨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스파이더맨에서 보이는 사람과 거미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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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3~4)-교사용]

무척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아래 그림의 동물들은 어떤 그룹에 속할까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절
지
동
물

연
체
동
물

환
형
동
물

극
피
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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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교사 참고 자료

무척추동물
1. 절지동물
곤충과 거미, 갑각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생물종의 80펴센트 이상이 절지동물문에 포함됩니다.
바다에는 갑각류가 육지에는 거미류나 곤충류가
하늘에는 곤충류만이 살고 있으며, 키틴질의 외골격과
체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슴과 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2. 환형동물
환형동물의 몸은 가늘고 길며 좌우대칭을 이룹니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은
구조의 체절로 이루어져 있다. 몸 표면은 키틴질의 엷은
막으로 싸여 있고 섬모는 없다.
머리와 몸통은 겉모습만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입은 앞쪽 끝에, 항문은 입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

3. 연체동물
연체동물은 체절이 없고 환형동물보다 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감각이나 행동은 잘 발달하고 운동도 활발해서
무척추동물 중에서는 곤충의 잠자리류와 함께 가장
발달된 동물군으로 이야기 된다.
달팽이, 고둥, 앵무조개, 조개, 문어, 오징어 등을
포함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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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참고 자료

무척추동물
4. 편형동물
좌우대칭이며 그리스어로 납작한 벌레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등과 배의 구별이 있다. 좌우 대칭의 가장 첫 단계의
동물로서 바다•민물•육상에서 자유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기생 생활을 하는 것도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5. 자포•유즐동물
자포동물과 유즐동물에게는 톡 쏘는 촉수가 있다. 현재
지구에는 약 1만 종의 자포동물과 유즐동물이 살고 있다.
산호, 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등이 자포동물과 유즐동물에
속한다. 이들은 항문이 없고 몸속이 비어 있다.
자포동물의 촉수 안에는 독이나 가시가 있는 섬유인
자포가 있어서 먹이 동물을 사냥하거나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다에 살지만 히드라와 민물해파리 등은
민물에 산다.
출처 :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

6. 극피동물
극피동물은 몸이 방사대칭이다. 몸의 표면은 가시가 나
있는 골판에 쌓여 있으며 몇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성게류, 불가사리류, 해삼류 등이 속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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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거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거미는 어떻게 생겼나요? 곤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거미의 눈은 홑눈으로 8개를 가지고 있다.

거미는 머리가슴 배 2등분으로 나누어 진다.

거미는 실 젖이 있으며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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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와 곤충을 직접 관찰하여 봅시다.
▶ 거미와 곤충의 모습을 표본을 통해 관찰하며 각각의 특징을 적어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활동지에 적어 봅시다.

준비물

유의
사항

거미가 들어있는 표본 병,
나비와 곤충 표본 , 활동지, 연필

학생들이 나비와 곤충 표본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표본 예시>
TIP. 한 반의 학생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그룹은 곤충표본을 관찰하고 다른 그룹은 거미의 표본을 관찰하면
효율적으로 표본들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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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과 거미를 관찰한 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어 봅시다.

곤충

학교

학년

거미

반

이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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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예시>
곤충과 거미를 관찰한 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어 봅시다.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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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학생
참고자료

거미줄의 특성

거미줄은 거미가 알을 낳아 놓게 하거나 먹이를 잡게 하려고
친 그물을 말해요.
거미줄을 쳐서 벌레를 잡아먹으면 영양분을 공급 할 수
있으나 모든 거미들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는
것은 아니며 거미줄을 치지 않는 거미도 있어요.
거미는 항문에 가까운 배의 끝에 위치한 방적돌기
실샘으로부터 실을 생산하며, 다른 종류의 실샘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을 뽑아내요.
출처 : 위키백과

거미는 거미줄을 칠 때 1000번도 넘게 끈끈한 줄을 밟아요.
하지만 끈끈한 줄에 붙지 않는데 거미 다리에 나 있는 털이
다리에 붙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10시간 정도 걸려요.
거미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요.
거미집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먹이를 덮치는 그물 용도로
쓰이거나, 번지줄처럼 활용해서 내려가거나 땅속의 굴에
거미줄을 놓아 덫으로 쓰거나, 거미줄 한 가닥을 띄워서
양력을 이용해 비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 되요.
출처 : 나무위키

모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거미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 거미줄의 모양도 달라요. 거미의 몸 안에서
액체의 단백질이 관모양의 기관을 통과하며 산성 물질과
만나 탄력이 있는 거미줄이 만들어 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미줄은 강철보다 5배나 튼튼하답니다.
땅에 터를 잡고 사는 땅거미가 있는가 하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미, 공중에 거미줄을 치고 사는 거미도 있어요.
출처 : LG 사이언스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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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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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거미가 되어 거미줄을 만들어 봅시다.

		

▶ 그을 수 있는 선은 15개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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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만드는 방법
준비물 : 털실, 종이 접시 ( 가위, 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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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추가활동

3D펜으로 거미줄 만들기

준비물 : 3D펜, 필라멘트

1. 3D펜으로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 3D펜과 필라멘트를

2. 3D펜을 예열하여 그리기 편한 속도에 맞추어

준비한다.

그릴 준비를 합니다.

3. 3D펜으로 만들고 싶은 거미줄의 뼈대를 그립니다.

4. 자유롭게 거미줄을 만들어 봅시다.

(필라멘트가 나오는 입구가 뜨거우니 주의합니다.)

5. 친구들이 만든 거미줄과 내가 만든 거미줄을 비교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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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고자료
3D펜의 원리
3D펜은 보그와 딜워스 공동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후원금 약 26억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3D펜은 허공에다 낙서를 하면 선으로 된 조각이 만들어지는
펜이다. 펜촉에서 잉크대신 플라스틱이 나와 굳어져서 3차원
물체를 만듭니다.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3D펜의 원리는 글루건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플라스틱 모양의
심지를 펜 뒷부분에 넣고 고열로 녹입니다.
출처 : 과학동아

녹은 플라스틱은 펜촉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굳기 때문에
허공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3D펜에서 중요한 것은 녹은 플라스틱을 재빨리 다시 굳히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 공중에서 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펜 속으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펜 끝부분에 작은 환풍기를 달았고
환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플라스틱을 순간적으로 식힙니다.
3D펜이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ABS와 PLA가
사용됩니다. ABS는 선풍기 날개와 컵등에 쓰이는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입니다. PLA는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색은 빨강, 흰색, 갈색, 분홍 등 다양한 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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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의 산업 활용
1.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거미줄 섬유 개발
스웨덴 농업 과학대, 중국, 동화대, 스페인 마드리드 공대에서
연구원들이 모여 거미의 거미줄 생산기관인 ‘방적관’과
비슷한 장치를 발명하고 실제 거미줄과 유사한 인공 섬유를
만들었어요.
이 거미줄은 방탄조끼에 사용되는 실보다 더 튼튼해요.
거미줄 섬유를 얻으려면 거미가 많이 필요하지만 한 곳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거미들은 서로 싸워요.
섬유를 얻기 위해 대장균이라는 세균에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 ‘거미줄 단백질’을 얻었어요. 그러나 인공
거미줄은 실제 거미줄보다 약했어요. 더 강한 인공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 거미 방적관을 흉내 낸 유리관을 만들고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변하도록 만들었어요.
실제 거미줄과 비슷한 인공 거미줄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어요. 인공 거미줄 생산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
거미줄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할 수 있어요.
출처: 연합뉴스 2017/01/09
출처: Marlene Andersson 제공=연합뉴스

캐나다 과학자들은 염소의 우유에서 거미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거미줄을 만드는 유전자를
포유동물의 세포에 넣으면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고 해요.
이 인공 거미줄은 실제 거미줄만큼 질기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해요.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 포유동물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생산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해요.
출처: AP뉴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과학기술동향
2002

출처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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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미줄 활용

합성 거미줄 섬유로 제작한 파티용 드레스

합성 거미줄 섬유로 제작한 넥타이

출처 : zdnet korea 기사 발췌

출처 : kinews 기사 발췌

합성 거미줄 섬유로 아디다스 운동화 생산

합성거미줄로 방탄 장갑 제작

출처: MK 매일경제 기사 발췌

출처 : TINNewa 기사 발췌

이 외에 거미줄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미줄의 어떠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EX) 거미줄의 인체에 거부감이 적은 특성을 이용한 수술용 실, 거미줄의
탄성력을 이용한 끈, 거미줄의 접착력을 이용한 벌레잡이용 물품, 거미줄의
탄성력과 강한 힘에도 버티는 특성을 이용하여 낙하산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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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완성한 거미줄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거미줄 만들기 과정을 평가하여 봅시다.
▶ 잘한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여 격려해 봅시다.

거미의 특징을 잘

털실을 잘 배치하여

거미줄을 만드는 과정에

알고 있다.

창의적으로 거미줄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잘 만들었다.

참여 하였다.

나를
격려하여
봅시다

나를
칭찬하여
봅시다

이름

홍길동

평가

의견

1

★★★★☆

거미에 대해 잘 설명한다.

2

★★★★★

거미줄을 잘 만들었다.

3

★★★★★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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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작품을 평가하여 봅시다.

거미의 특징을 잘

털실을 잘 배치하여

거미줄을 만드는 과정에

알고 있다.

창의적으로 거미줄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잘 만들었다.

참여 하였다.

이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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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견

1

★★★★★

거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

독특한 아이디어의 거미줄이 많았다.

3

★★★★☆

모든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1

☆☆☆☆☆

2

☆☆☆☆☆

3

☆☆☆☆☆

1

☆☆☆☆☆

2

☆☆☆☆☆

3

☆☆☆☆☆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출처]
명칭

형태

척추동물의 분류

사진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954&cid=47309&categoryId=47309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AC%BC

척추동물의 특징 표, 고래
답. 오리너구리 답, 펭귄 답

사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0639&cid=55617&categoryId=55617

고래 특징
오리너구리 특징
펭귄 특징

출처 정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9ZlJxwUpHI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U7_bJqwDlU
-https://www.youtube.com/watch?v=vjaZqTwtVxA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EHS7Nhg5L4

무척추 동물

사진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9149&cid=47312&categoryId=47312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관련 퀴즈

내용
사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1030&cid=58598&categoryId=58620

고양이

사진

http://edge.gettyimageskorea.com/search/image?q=%EA%B3%A0%EC%96%91%EC%9D%B4&rows=40&so
rt=hot&page=1

나무

사진

http://edge.gettyimageskorea.com/search/image?q=%EB%82%98%EB%AC%B4&rows=40&sort=hot&page
=1

곰

사진

http://edge.gettyimageskorea.com/search/image?q=%EA%B3%B0&rows=40&sort=hot&page=1

아리스토텔레스

사진

http://edge.gettyimageskorea.com/search/image?q=%EC%95%84%EB%A6%AC%EC%8A%A4%ED%86%A
0%ED%85%94%EB%A0%88%EC%8A%A4&rows=40&sort=hot&page=1

동물

사진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950&cid=47309&categoryId=47309

고래

사진

http://ptchan.tistory.com/tag/%EA%B3%A0%EB%9E%98%EA%BF%88

박쥐

사진

http://www.jisadong.com/bbs/board.php?bo_table=guest&wr_id=8473

오리너구리

사진

http://www.ilbe.com/4872221425

펭귄

사진

https://namu.wiki/w/%ED%99%A9%EC%A0%9C%ED%8E%AD%EA%B7%84

고래 설명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03&cid=46639&categoryId=46639

박쥐 설명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5%90

오리너구리 설명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A6%AC%EB%84%88%EA%B5%AC%EB%A6%AC

펭귄 설명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D%8E%AD%EA%B7%84

스파이더 맨

그림

http://blog.naver.com/spacialone/140181928097

거미줄의 특성 1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B%AF%B8%EC%A4%84

거미줄의 특성 2

내용

https://namu.wiki/w/%EA%B1%B0%EB%AF%B8%EC%A4%84

거미줄의 특성 3

내용

http://edge.gettyimageskorea.com/search/image?q=%EA%B1%B0%EB%AF%B8&rows=40&sort=hot&page
=1

절지동물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C%A0%88%EC%A7%80%EB%8F%99%EB%AC%BC

환형동물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0646&cid=55617&categoryId=55617

연체동물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C%B2%B4%EB%8F%99%EB%AC%BC

편형동물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D%8E%B8%ED%98%95%EB%8F%99%EB%AC%BC

자포·유즐동물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0649&cid=55617&categoryId=55617

극피동물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A%B7%B9%ED%94%BC%EB%8F%99%EB%AC%BC

분리수거 통

사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7

버스

사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1121.99002194241

우편물

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219233

오리너구리

사진
내용

http://animal.memozee.com/view.php?tid=5&did=1248

3D펜 원리

사진
내용

http://ds.dongascience.com/articleviews/article-view?acIdx=12418&acCode=4&year=2017&month=09&pag
e=1

3D펜 사진

사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95&cid=59088&categoryId=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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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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