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 - 교사용

식물 분류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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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네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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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STEAM 준거틀 구성계획

차시

주제

내용

교과목

STEAM
요소

우리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를 통해 분류의 개념을 설명

1차시
(상황제시)

우리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분류

해본다. 분류의 개념을 식물에 관련지어보고 식물 분류학자가

과학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식물 분류의 첫 번째 단계인 식물의

국어

S,A

생김새를 관찰하고 구조와 기능을 설명해본다.

학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해본다. 채집한 여

2차시
(창의적 설계)

지구의 녹색공장,
잎을 채집하자

러 가지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하여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식물의 잎을 분류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분
류하게 한다.

우리생활에 첨단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식

3차시
(감성적 체험)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생명정보기술을 이용한 분류방법에 대
해 조사해본다.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를 활용한 식물 잎 바코드를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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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미술

S,A

국어

과학
기술
공학
미술
국어

S,T,E,A

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차시 구성 계획(총 3차시)

프로그램명

식물 분류학자가 되어보자

학교급

초등

차시

(5 - 6)

총 3차시

우리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를 통해 분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분류의 개념을 식물에 관련지어보
고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식물 분류의 첫 번째 단계인 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학교 주변에서 찾아볼

교육목표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해보고 채집한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하여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식물의 잎을 분류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생활에 첨단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식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생명정보기술을 이용한
분류방법에 대해 조사해본다.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활용한 식물 잎 바코드를 만
들 수 있다.

관련교과

과학, 기술, 공학, 미술, 국어
(내용요소) (4)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성취기준)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12) 식물의 구조와 기능
(성취기준)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체험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2) 표현
(성취기준) [6미02-02]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국어
(성취기준)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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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교과목

STEAM
요소

⊙ 우리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분류

1차시
(상황제시)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를 알아보고 음식의 맛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
-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린네’를 통하여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대표적
인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식물 너를 알고 싶어!]
- 식물을 분류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아야 한다. 식물의 각 기관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리]
-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대표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식물의 이름과 관련된 동
영상을 감상해보자.

과학
국어

S,A

⊙ 지구의 녹색공장, 잎을 채집하자

2차시
(창의적 설계)

[어떻게 채집해야 할까?]
- 식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 중 계절에 무관하게 채집할 수 있고 채집하
는 과정이 용이한 식물의 잎을 채집해보자.
※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 전, 학생들에게 식물의 잎 채집 방법과 채집 시 유의
사항을 충분히 알려준다.
[어떻게 분류해볼까?]
- [부록2]의 활동지에 채집한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한 후 세밀화를 그려보
자.
- 관찰한 식물의 잎을 바탕으로 [부록 1]의 활동에 분류기준표를 이용하여 잎
의 형태에 따른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보자.
※ 식물의 이름은 미리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리]
- 다음 시간의 수업, 채집한 식물의 잎을 이용한 식물의 잎 바코드를 만드는
활동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 해둔다.

과학
미술

S,A

국어

⊙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3차시
(감성적 체험)

[우리 생활 속 첨단 과학]
- 수많은 첨단 과학 기술과 기기들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이 변화한 사례를 이
야기해보자.
[바코드, 줄무늬에 담긴 많은 정보]
- 바코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편리한 점을 조사해 보자.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 잎의 형태에 따라 4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한 표를 이용하여 잎의 정보가 담
겨진 바코드를 만들어보자.
- 완성한 바코드를 이용하여 식물의 생김새가 아닌 바코드의 정보로 식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자.
[정리]
- 식물의 바코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식물의 이름을 활동지에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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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공학
미술
국어

S,T,E,A

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1/3)
수업주제

학교급

우리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분류

차시

초등 (5 - 6)

1차시

우리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를 통해 분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분류의 개념을 식물에 관련지

교육목표

어보고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식물 분류의 첫 번째 단계인 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STEAM 요소

관련교과

S, A

과학, 국어

(내용요소) (12) 식물의 구조와 기능
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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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흐름

시간(분)

교수-학생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를 알아보고 음식의 맛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도입

10

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운맛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하자.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
-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린네가 한 중요한 일들을 소개하자.
- 린네의 업적을 통하여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대표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
보자.

전개

20
[식물 너를 알고 싶어!]
- 식물을 분류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아보자.
- 식물의 각 기관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리

10

-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대표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식물의 이름과 관련된
동영상을 감상해보자.

‘여름철에 피는
재미있는 이름의
꽃’동영상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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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우리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분류

초등 5~6학년
1차시

우리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를 통해 분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분류의 개념을 식물과 관련지

학습목표

어보고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식물 분류의 첫 번째 단계인 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01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혀로 느낄 수 있는 맛 중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아이스크림 같은 단맛, 레몬 같은 신맛

음식을 먹을 때 혀로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종류는 모두 5가지가 있어요. 아래의 음식을 5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까요?
소금, 표고버섯, 레몬, 한약, 간장, 소고기, 초콜릿, 커피, 케이크, 아이스크림, 식초

[단]맛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소금, 간장

레몬, 식초

한약, 커피

소고기, 표고버섯

다양한 음식을 위와 같이 분류하였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뒤죽박죽 섞여서 막연하던 것이 훨씬 분명하게 보인다.
전체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다.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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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보충자료
감칠맛(또는 우마미:うま味)
단맛, 신맛, 쓴맛, 짠맛과 더불어 다섯 가지 기본 맛 중의 하나이다. 중국어로는 선미(鮮味)라고 하며, 영어로는 ‘Savory
taste’(→ 감치는 맛)라고 한다. 감칠맛(Umami)이라는 용어는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가 umai(うまい: 감치다, 맛있다)와
mi(味: 맛)를 조합한 말이다.
과학자들은 감칠맛이 실제로 기본 맛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오랫동안 논쟁했다. 그러나 1985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
1회 우마미 국제 심포지엄에서 감칠맛이라는 용어가 글루타메이트와 뉴클레오타이드의 맛을 나타내는 과학 용어로
공인되었다. 현재 감칠맛은 제5의 기본 맛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다양한 음식에 감칠맛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천연 글루타메이트는 고기와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노신산은 주로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구아닐산은 주로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주로 어류, 조개, 절인 고기,
채소(예: 버섯, 익은 토마토, 배추, 시금치, 셀러리 등) 또는 녹차 및 발효 숙성 제품(예: 치즈, 새우젓, 간장 등)이 그런
음식에 해당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매운맛은 미각일까?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감각 중의 하나이자 식품의 성분
이 인체의 일부를 자극해 혈류량을 늘리거나 통각을 자극
할 때 느껴지는 맛이다. 미각이 아니라 통각으로 감지하
며, 즉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통각세포는 피부에 광범위
하게 퍼져 있으며 매운맛도 여기서 알아채게 된다.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에 따갑다가 조금 있으면 입
안이 얼얼해지는 것은 매운 맛이 실제로 통증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출처 :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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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보충자료
‘분류 –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기’
분류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나
누는 것을 분류라고 해. 즉, 동물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처럼 같은 종끼리 묶어서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
식을 필요에 따라 잘 분류한다면 복잡한 상황도 조리 있게 설명
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야.

| 문학, 역사, 과학, 음악, 미술처럼 분야별로 나눠서 모아 놓으면 책을 찾아보기가 훨씬 쉽다.

기준을 세워서 분류해 보자
아래 그림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 그럴 때 먼저 분류를 해 보는 거야. 먼저 일정한 기준2)
을 세워야 하겠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용도’, ‘색깔’, ‘생물과 무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야.
용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먹을 수 있는 과
일, 눈으로 보며 즐기는 꽃, 가지고 노는 장
난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색깔을 기준
으로 삼는 경우에는 빨간색(장미, 토마토,
소방차), 노란색(개나리, 참외, 오리 인형),
보라색(튤립, 포도, 로봇)으로 묶어서 나누
어 볼 수 있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류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나 돼지고

합창단에서 멋진 화음을 만들기

마트에 가면 비슷한 종류의 상품

기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판다. 그

위해서는 남성부와 여성부, 그리

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그래야

러면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기에

고 고음부와 저음부를 나누어서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비교

편리하다.

배치한다. 그러면 지휘자가 한 번

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에 지시하기 쉽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류와 분석 -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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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02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식물 분류학자 칼 폰 린네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칼 폰 린네, Carl von Linné
(1707년 05월 23일 ~ 1778년 01월 10일)
1700년대에는 한창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고, 발견되고, 또 발견되었지만
그때마다 식물학자들은 편리한 대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식물의 이
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이름이 뒤죽박죽, 나중에는 같은 식
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식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벌써
발견한 것인지 새로 발견한 것인지 식물학자들끼리도 헷갈리고 알 수가
없다.
린네는 수많은 식물을 잘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고, 식물학자들이 헷갈
리지 않고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라는 걸 알았다.
린네는 훗날 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의 이름이 성과 이름이 나란
히 있는 것처럼 생물도 이름 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한 이름이 되도록
했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이다.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속명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롭다는 뜻이고 종명이다.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은 린네가 발명한 이름법을 따라서 식물
과 동물의 이름을 짓고 부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린네가 식물을 분류한 이야기

위의 글을 읽고 칼 폰 린네와 같은 식물 분류학자가 하는 대표적인 일 2가지를 이야기해보아요.

수많은 식물을 잘 분류하여
체계를 세운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여
식물학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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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보충자료
식물의 재미있는 이름
사람들은 식물에 이름을 붙일 때, 식물의 사는 곳, 전체적인 생김새, 크기, 꽃의 색깔 등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붙
이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식물 이름의 앞 글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산부추, 산수국은 산에 사는 식물이
다. 벌개미취, 벌노랑이는 벌판에 사는 식물이라서 앞 글자가 벌이다. 또 잎이 우산처럼 생긴 우산나물, 털이 나있는 털머위
도 앞 글자를 보면 식물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이름 전체가 그 식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잎이 두꺼워 불
속에 넣으면, 타면서 ‘꽝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나무는 꽝꽝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산나물

털머위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교과서 실험관찰

동영상 감상, ‘여름철에 피는 재미있는 이름의 꽃

출처 : EBS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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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03

식물, 너를 알고 싶어!

식물을 분류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해요. 식물의 각 기관의
명칭을 쓰고 하는 일을 적어보아요.

번호

명칭

하는 일

1

잎

2

줄기

3

뿌리

4

꽃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식물의 생식기관이다.

5

열매

씨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광합성 작용을 한다.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이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며 곤충의 침입을 막아준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준다.
물과 물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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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2/3)
수업주제

지구의 녹색공장, 잎을 채집하자

학교급

차시

초등 (5 - 6)

2차시

학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해보고 채집한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하여 생김새

교육목표

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식물의 잎을 분류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할 수 있다.

STEAM 요소

관련교과

S, A

과학, 미술, 국어

(내용요소) (12) 식물의 구조와 기능
과학

(성취기준)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체험
(성취기준)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미술

(내용요소) (2) 표현
(성취기준) [6미02-02]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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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식물의 잎 5종류(새모래덩굴, 남천, 박태기, 장미, 전나무), 돋보기, 색연필, 활동지[부록1, 2], 전정가위, 신문
지, 채집봉투, 종이테이프, 물에 적신 키친타월

흐름

시간(분)

도입

5

교수-학생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식물의 채집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자. 더불어 식물의 채
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자.
[어떻게 채집해야 할까?]
- 식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 중 계절에 무관하게 채집할 수 있고
채집하는 과정이 용이한 식물의 잎을 채집해보자.
- 되도록 외형상 특징이 명확한 잎을 채집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
※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 전, 학생들에게 식물의 잎 채집 방법과 채집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준다.

전개

30

그려보자.
- 관찰한 식물의 잎을 바탕으로 [부록 1]의 활동에 분류기준표를 이용하
여 잎의 형태에 따른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보자.
- 각 식물을 분류한 후 [부록2]의 활동지에 4가지의 특징을 자세히 써보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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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주도록 하
자.

[어떻게 분류해볼까?]
- [부록2]의 활동지에 채집한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한 후 세밀화를

정리

※ [부록1,2] 활동지를

-다
 음 시간의 수업, 채집한 식물의 잎을 이용한 식물의 잎 바코드를 만
드는 활동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 해둔다.

※ 식 물의 이름은 미
리 알려주지 않도
록 유의하자.

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초등 5~6학년
2차시

지구의 녹색공장, 잎을 채집하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을 직접 채집해보는 경험을 통하여 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

학습목표

록 한다.
식물의 기관 중 외형상 특징이 명확한 잎을 채집한 후 다양한 특징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단순 암기 활동을
지양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여 식물을 분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1

어떻게 채집해야 할까?

식물은 공통적으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나 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보아요.

[준비물] 전정가위, 신문지, 채집봉투, 필기구, 종이테이프, 물에 적신 키친타월

TIP. 왜 잎만을 채집할까?
학교 주변을 비롯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 식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 중 계절에 상관없이 쉽
게 채집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채집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기준을 세워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특징들이 필요한
데, 잎은 식물의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류작업 시 식물도감을
활용할 때 잎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된 도감이 많아 학생들이 식물을 직접 분류 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TIP. 교사가 미리 준비해 둔 잎을 이용할 수 있을까?
수업시간이 부족하거나, 여건상 채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한 잎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을
비롯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이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형태와
특징이 명확한 잎들로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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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채집방법

① 식물의 잎이 상하지 않도록 잎의 끝을 잡고 5~6장정도

② 잎이 마르지 않도록 물에 적신 키친타월에 잘 감싼 후

붙어 있도록 전정가위로 자른다.

채집봉투에 넣는다.

③ 상하기 쉬운 작은 잎은 채집봉투에 바람을 넣어 상하지

④ 잎이 흩어지거나 쉽게 오므라드는 것은 신문지 사이에

않도록 보관한다.

넣어 온다.

⑤ 종이테이프에 식물의 이름을 써서 신문지에 붙이거나

⑥ 같은 방법으로 5종류 정도의 잎을 채집한다.

채집봉투에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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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보충자료
식물의 채집

채집은 식물을 조사·연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작업이다. 조
사·연구라 함은 꼭 학술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식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식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
해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다. 식물을 조사하거나 관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살아 있는 식물 그대로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지만, 식물마다 제각기 자라는 계절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러므로 식물을 채집하여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한 이 때문에 식물 채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식물채
집의 구체적인 목적은 식용·약용·취미·연구·교육 등 여러 가지이다.
출처 : 위키백과

식물을 채집할 때 유의사항

식물을 채집하기 전 학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준다.
•교사는 미리 학교 주변에 사는 식물을 조사한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집 활동에 임하도록 하며, 함부로 줄기나 가지를 꺾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에 나무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채집할 식물을 정하고 식물의 가지가 다치지 않게 잎을 잘라냅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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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류해볼까?

채집한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려보아요. 그 후 잎의 생김새에 따른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
류해보아요. [부록의 활동지 참고]
[준비물] 식물의 잎 5종류, 돋보기, 색연필, 활동지[부록1,2]
[유의사항] 한 사람당 하나의 식물을 나누어주도록 한다.

1

2

3

4

5

1. 새모래 덩굴

2. 남천

3. 박태기

4. 장미

5. 전나무

갈래잎

둥근잎

둥근잎

둥근잎

바늘잎

어긋나기

마주나기

어긋나기

마주나기

깃모양

톱니 없음

톱니 없음

톱니 없음

톱니 있음

톱니 없음

갈라짐 있음

갈라짐 없음

갈라짐 없음

갈라짐 없음

갈라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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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식물의 이름은 미리 알려주지 않도록 하자.
3차시의 식물의 잎을 이용한 바코드 만들기 활동을 위해 식물의 이름은 가급적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이름이 아닌
식물의 형태적 특징을 통한 분류만으로도 식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교사의 임의대로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 하도록 한다.

잎의 생김새에 따른 4가지 분류 기준 표
분류기준

분류방법
① 둥근잎

② 갈래잎

③ 바늘잎

① 어긋나기

② 마주나기

③ 깃모양

① 톱니 있음

② 톱니 없음

① 갈라짐 없음

② 갈라짐 있음

1.
잎의
모양

2.
잎차례
(잎이 줄기에
붙은 모양)

3.
잎의
가장자리

4.
잎의
갈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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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3/3)
수업주제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학교급

초등 (5 - 6)

차시

3차시

우리 생활에 첨단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식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생명정보기술을 이용

교육목표

한 분류방법에 대해 조사해본다.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활용한 식물 잎 바코드
를 만들 수 있다.

STEAM 요소

관련교과

S, T, E, A

과학, 기술, 공학, 미술, 국어

(내용요소) (4)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성취기준)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12) 식물의 구조와 기능
(성취기준) [6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1) 체험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2) 표현
(성취기준) [6미02-02]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미02-03]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
다.
(내용요소) (1) 듣기·말하기

국어
(성취기준)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식물의 잎 5종류(새모래덩굴, 남천, 박태기, 장미, 전나무), 유성매직(또는 네임펜), 바코드 칸이 프린트 된

준비물

흐름

OHP용지, 테이프, 활동지[부록1,2],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

시간(분)

교수-학생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우리 생활 속 첨단 과학]
도입

10

-수
 많은 첨단 과학 기술과 기기들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이 변화한 사례를
이야기해보자.
[바코드, 줄무늬에 담긴 많은 정보]

※ [부록1,2] 활동지

- 바코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편리한 점을 조사해 보자.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전개

25

- 잎의 형태에 따라 4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한 표를 이용하여 잎의 정보가
담겨진 바코드를 만들어보자.
- 완성한 바코드를 이용하여 식물의 생김새가 아닌 바코드의 정보로 식물
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자.

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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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바코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식물의 이름을 활동지에 적어보자.

EBS동영상 ‘일
차방정식의 활
용’ 감상

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초등 5~6학년
3차시

우리 생활에 첨단 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식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생명정보기술을 이용

학습목표

한 분류방법에 대해 조사해본다.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활용한 식물 잎 바코드
를 만들 수 있다.

01

우리 생활 속 첨단 과학

수많은 첨단 과학 기술과 기기들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끼친 사례를 조사한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아요.

<유전자칩>
조그마한 칩 안에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고밀도로 담은 유전자 칩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난치병의 진단 및 치료
에 활용할 수 있다.

•화석 연료 대신에 해캄 등의 생물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화학물질로 만든 농약 대신에 해충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지킨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푸른곰팡이의 특성을 활용하여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생물체의 고유한 유전정보인 DNA바코드는 생물종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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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줄무늬에 담긴 많은 정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제품의 바깥쪽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에 빨간 색 빛을 쏘아 자동으로 계산하
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무엇일까요?

출처 : KBS1 뉴스7 2015.03.10

바코드는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검은 줄무늬 부분을 말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 막대와 흰 막대가 섞인
채 배열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는데, ‘막대(Bar) 모양으로 생긴 부호(Code)’라는 뜻으로 바코드란 이름을 가진다.
우선 바코드 스캐너와 암호 해독기로 구성된 판독기를 통해 해석되며, 이렇게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으면 코드가 암호 해독
기에 전달되며, 이것이 해독되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거나, 점포 등에서 매출정보, 도서관의 도서 관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이 외에
도 다양한 재질에 인쇄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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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바코드의 원리 - 줄무늬에 담긴 많은 정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원이 제품의 한 쪽 끝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에 빨간 색 빛을 쏘아 자동 계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코드는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검은 줄무늬 부분을 말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굵기가 서로 다른 검
은 막대와 흰 막대가 섞인 채 배열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는데, ‘막대(Bar) 모양으로 생긴 부호(Code)’라는 뜻으로 바코
드란 이름을 가진다.

바코드의 탄생
바코드는 1948년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공과대학의 대학원생인 버나드 실버(Bernard Silver)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는 우연히 식품체인점 업계에서 자동으로 상품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버는
이 소식을 친구 우드랜드(Norman Joseph Woodland)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현재의 바코드를 발명하고, 1952년 ‘분
류 장치와 방법’이란 특허를 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바코드 체계의 핵심은 일종의 이진법 표시체계였다. 아래 ‘네 줄로
된 바코드’ 그림은 그들이 제안한 세 줄짜리 기본 바코드인데,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그어져 있다. 이중 1번 줄은
기준선이 되고 나머지 2,3,4번 줄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정해진 곳에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것은 0을 나타낸다.

네 줄로 된 바코드

바코드 해독의 구성과 원리
바코드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에는 스캐너, 디코더 및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 스캐너에는 레이저 빛을 쏘는
부분과 빛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바코드에 빛을 쏘면(①) 검은 막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
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②) 스캐너는 반사된 빛을 검출하여 전기적 신호로 번역되어 이진수 0과 1로 바뀌어 진다.(③
④⑤) 이는 다시 문자와 숫자로 해석되어진다.(⑥) 이는 디코더에 의해 컴퓨터가 바코드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한 뒤에 호스트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스캐너에서의 정보 인식 과정 				

바코드의 해독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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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의 구성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KAN 코드는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하는데 표준형 13자리와 단축형 8자리
가 있다. 표준형코드의 13자리는 국가코드(3)+제조업체 코드(4~6)+자체상품코드(5~3)+검증코드 (1)로 구성되어있다.
제조업체코드와 자체상품코드 해당 숫자 개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코드에 해당하는 수는 아홉개 이
다. 단축형 코드는 국가코드(3)+제조업체 코드(3)+자체상품코드(1)+검증코드(1)로 크기가 표준형보다 약간 작아서 인쇄
공간이 부족하거나 표준형 코드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사용한다.
한편 출판물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3자리가 쓰이는데 이 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코드와 번호부여방식에 차이가 있다. 번호체계는 유통분류용번호(3자리)-국가(2자리, 우리나라
는 89 임)-발행자번호 및 서명식별번호(7자리)-검증번호(1자리)로 되어있다.

표준형 코드와 단축형 코드

2차원 바코드
기존의 바코드는 정보의 배열이 나란히 나열된 선 모양을 가지므로 흔히 1차원 바코드라 부른다. 이에 반해 2차원 바
코드 8) 는 점자식 또는 모자이크식 코드로 조그만 사각형 안에 정보를 표현한다. 1차원 바코드가 막대선의 굵기에 따
라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2차원 바코드는 가로와 세로 모두에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는 기존의 것에 비해 100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특히 그 자체로 파일 역할을 할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1차원 바코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지 않아도 정보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코드가 상당부분
훼손되어도 해당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
[네이버 지식백과] 바코드의 원리 - 줄무늬에 담긴 많은 정보 (원리사전)

EBS동영상 활용
‘일차방정식의 활용’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코드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 일차방정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이해요.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3325&cid=51
640&categoryId=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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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물의 신분증, 바코드를 만들자

4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한 식물의 잎을 이용하여 잎의 정보가 담겨있는 바코드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식물의 잎 5종류, 필기도구, 바코드 칸이 프린트된 OHP용지, 테이프, 활동지[부록1,2]

① 바코드표가 인쇄 된 활동지와 식물의 잎을 기준으로 분류한 분류표를 준비한다.

② 분류한 식물의 특징에 해당되는 번호를 분류표에 표시해 둔다.

③ 인쇄 된 활동지위에 OHP용지를 올려두고 네임 펜으로 해당되는 칸에 색칠을 한다.

④ 색칠한 후 바코드가 프린트된 활동지를 제거하면 식물의 바코드가 담긴 OHP용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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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식물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①번 식물
새모래덩굴

②번 식물
남천

③번 식물
박태기

④번 식물
장미

⑤번 식물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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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바코드만을 이용하여 내가 선택한 식물을 확인해보아요.

[준비물] 5종류의 바코드가 담긴 OHP용지, 필기도구, 테이프, 활동지[부록1,2],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 5종류의 식물

①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를 준비한다.

② 봉투의 겉면에 미리 만들어 놓은 바코드를 붙여둔다.

③ 봉투 속에 식물의 이름을 쓰고 바코드에 해당되는

④ 봉투 속을 볼 수 없도록 테이프로 잘 붙여둔다.

식물을 넣어둔다

⑤ 식물의 종류만큼 5가지 바코드 봉투를 준비한다.

⑥ 자신이 그린 바코드와 봉투 겉면의 바코드가 일치한다면
봉투 속을 열어보고 식물의 이름을 확인한 후 활동지에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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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학생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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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목

형태

출처 정보

감칠맛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A%B0%90%EC%B9%A0%EB%A7%9B

매운맛은 미각일까?

사진

http://babnsool.egloos.com/3101794

칼 폰 린네

사진

https://namu.wiki/w/%EC%B9%B4%EB%A5%BC%20%ED%8F%B0%20
%EB%A6%B0%EB%84%A4

린네가 식물을 분류한 이야기

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23903&cid=42526&categoryId=4253
3

우산나물

사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563&cid=46686&categoryId=466
94

털머위

사진

http://cafe.naver.com/wildfiower/book52900/49829

식물의 재미있는 이름

내용

한권으로 끝내는 교과서 실험 관찰

여름철에 피는 재미있는 이름의 꽃

영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1733&cid=51642&categoryId=51644

식물의 각 기관

그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6797&cid=58598&categoryId=5859
9

식물의 채집

내용

https://ko.wikibooks.org/wiki/%EC%8B%9D%EB%AC%BC%EC%9D%98_%EC%
B1%84%EC%A7%91

잎의 갈라지기 없음

사진

http://blog.naver.com/oge_kr/50178321077

잎의 갈라지기 있음

사진

http://blog.naver.com/taichuyoudao/221028438186

유전자 칩

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
5&aid=0000958378

바코드

사진

http://mn.kbs.co.kr/news/view.do?ncd=303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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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활동지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보아요.
분류기준

분류방법
① 둥근잎

② 갈래잎

③ 바늘잎

① 어긋나기

② 마주나기

③ 깃모양

① 톱니 있음

② 톱니 없음

① 갈라짐 없음

② 갈라짐 있음

1.
잎의
모양

2.
잎차례
(잎이 줄기에
붙은 모양)

3.
잎의
가장자리

4.
잎의
갈라지기

30 _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나는야 식물 분류학자!!

[부록2]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등 활동하는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컬러 종이(180g, A4)에 프린트 해주는 것이 용이하다.

내가 고른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자세히 그려보아요.

내가 고른 식물의 잎의 생김새를 분류해보아요.
1. 잎의 모양

2. 잎차례

3. 잎의 가장자리

4. 잎의 갈라지기

내가 고른 식물 잎의 바코드를 만들어 보아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_ 31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초등(5~6)-교사용]

채집한 식물의 잎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잘 붙이고 나만의 도감을 만들어 보아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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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름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