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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 자연: 주변의 나무 탐구하기
가정이나 교실에서 학습에 활용할 흥미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찾기 위해 굳이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에는 공원이나 학교 뒤뜰처럼 가까운 곳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나무를 탐색하는 것은 일리노이 조기 교육 및 발달 기준 

1.E.ECd, 5.B.ECb, 5.C.ECb, 11.A.ECa, 11.A.ECc, 12.A.ECb, and 12.B.ECa 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의 

하나 입니다.

주변의 나무들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요.

 • 아이들에게 나무를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관찰하도록 하세요. 무엇을 관찰했나요? 나무껍질, 

나무 몸통, 가지, 잎, 침엽, 잔가지, 뿌리 등 나무와 관련된 어휘를 소개하세요.

 • 아이들이 나무에 대한 경험을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 나무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해, 지역 전문가를 초대하세요. 식물학자, 수목 재배가 혹은 

생태전문교육자도 좋습니다. 지역 전문가가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이 할 질문을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세요.

 • 도서관 사서에게 나무 삽화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 그림책이나 자연 관련 잡지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 일리노이 주의 자연자원부(IDNR)를 통해 ‘가을의 색, 일리노이 주의 나무: 세 번째’, ‘나무: 

씨앗과 잎’ 등과 같은 멋진 포스터를 구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dnr.illinois.gov/

publications/ 의 요청서 양식을 참조하세요. 일리노이 주의 교사는 IDNR 의 “나무 트렁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 까지를 위해 책, 나무 판재 표본, 색칠하기 

종이, 식물 찍기 틀, 기타 여러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합한 자료가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nr.illinois.gov/education/Pages/ItemsForLoan.aspx)

각 계절별로 주변의 나무들을 찾아가세요.

 • 식물도감, 돋보기, 그리기 도구들을 가져가세요. 1년 중 어느 때든 아이들에게 식물 표본을 

수집할 수 있는 가방을 주세요. 가을에는 나뭇잎과 열매, 겨울에는 잔가지와 상록수 침엽, 봄에는 

꽃, 여름에는 씨앗이나 과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두세 그루의 나무를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나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식물도감이나 IDNR 포스터를 사용하세요. 잎, 침엽, 씨앗, 나무껍질 

무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나무껍질이나 잎을 문질러 종이에 떠내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 줄자, 혹은 단위 블록이나 빨랫줄과 같은 눈금이 없는 측정도구를 제공하세요. 아이들이 줄기, 

잎, 그리고 나무의 다른 부분들을 잴 수 있게 하세요.

 • 새, 곤충, 다람쥐 등과 같이 나무 안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찾은 생물  목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