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터

4 주 완성

초등 국어

독해력
5단계
5학년 수준

다양한 주제로 융합 사고력 완성
무료 해설 강의는 기본
QR코드 영상으로
배경지식 빨리 쌓기!

3주차

3일

태양계가 궁금해요
관련 교과 5-1 과학 ‘태양계와 별’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30쪽

★

태양계에 있는 항성과 행성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항성은 자리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로 몇 억 개나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항성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km 떨어져 있으며, 지름이 약 140만km로 지구의 약 109배나 됩니
다. 태양은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며 에
너지를 만듭니다. 태양이 만들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식물들은 산소를
만들어 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양열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
비도 내리고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
지만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
는 다른 별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평범한 별이랍니다.
그렇다면 행성은 무엇일까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중심 별의
★

★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중심 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를 말합니다. 행성이 되기

★ 태
 양계: 태양과 그것을 중심

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 인력(引끌 인, 力힘 력): 공간

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 천체(天하늘 천, 體물체 체):

위해서는 표면이 단단해야 하며 구의 형태여야 합니다. 태양계 안에는 수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항성, 행성, 위성, 혜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8개의 행성이 있으며, 각

★ 공전하고: 행성이 태양의 둘

★

행성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돌고.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1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태양의 특징

② 항성과 행성		

④ 행성의 크기 비교

⑤ 태양계의 여러 행성

③ 행성이 생겨난 까닭

내용 확인하기

02

다음 중에서 항성인 것을 골라 표를 하시오.
금성

60

태양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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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확인하기

03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②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③ 크기와 질량이 크기 때문에		

④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⑤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론하기

04

‘지구는 초록별이다.’라는 말이 틀린 이유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3주차 3일
공부한 날

민준: 지구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기 때문이야.

월

일

수호: 지구는 초록별이 아닌 검은별이기 때문이야.
은영: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기 때문이야.

도움말

‘별’은 항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

매체 읽기

05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표를 하시오.

⑴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⑵ 내 생각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
⑶ 글쓴이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며 읽어야 한다.

(

)

(

)

(

)

어휘 학습하기

06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도는 일.

(

)
‘태양계의 행성과 나이’
바로 보기

보너스 강의

태양계의 구성원

태양계의 구성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	위성: 행성의 인력에 의해 행성 주위를 회전하는 천체입니다. 현재 8개의 행성 중 수성
과 금성만 위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의 행성은 모두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행성: 주로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서 발견되는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 천체들로
행성보다 크기와 질량이 작지만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	혜성: 태양 둘레를 타원 궤도에 따라 도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로 주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주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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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정답과 해설 31쪽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크기가 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는 대적반이

주 작습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 표면은

라는 붉은 점 모양의 구름 소용돌이가 있는데 가

건조하고, 운석들의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들이

스와 얼음 구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멋진 고

많아 울퉁불퉁합니다. 개밥바라기나 샛별이라고

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불리는 금성은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

큰 행성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주 작은 돌멩이

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

만 한 크기부터 거대한 암석만 한 크기까지 다양

하며 이산화 탄소가 가득한 대기층이 있습니다.

한 크기의 돌덩어리들이 공중에 떠서 돌고 있는

이산화 탄소로 이루어진 대기층이 태양열을 가두

것입니다.

★

★

★

천왕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 추운 행성입

어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은
태양과 가까운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니다. 지구의 4배 정도의 크기이며, 자전축이 거

지구는 ㉠ 대기가 있어 온화한 온도를 유지하

의 98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양극이 번갈아 42년

고, 물이 풍부하여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합

간은 낮이고, 42년간은 밤이 계속됩니다. 천왕성

니다. 약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도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보다 어둡

서 지구에는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화성은 지구

습니다. 해왕성은 대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의 영

크기의 반 정도로 대기층이 약해서 온도가 낮고

향으로 푸르게 보입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

땅은 얼어 있습니다. 표면이 붉은 색을 띠는 먼지

어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거의 164년이

로 덮여 있어서 ‘붉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리고 거의 밤만 계속되는 행성입니다.

★ 대기(大큰 대, 氣기체 기): 천체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
★ 크레이터: 행성, 위성 따위의 표면에 보이는, 움푹 파인 큰 구덩이 모양의 지형.
★ 온실 효과: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 탄소, 오존 따위가 지표에서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적외선 복사를 대부분 흡수하여 지표의

온도를 비교적 높게 유지하는 작용.

글의 구조 파악하기

07

글쓴이가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표를 하시오.

⑴ 주제에 따른 특징을 사실을 들어 설명했다.
⑵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다.
⑶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다.

(

)

(

)

(

)

내용 확인하기

08

행성의 특징이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지구 - 생명체가 살 수 없다. 		

② 화성 - 대적반을 가지고 있다.

③ 목성 - 멋진 고리를 가지고 있다.

④ 토성 -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⑤ 해왕성 - 붉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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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요약하기

09

다음은 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이어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금성의 표면 온도가 수성보다 더 뜨거운 까닭은                                                                    
                                                                                                                                  

추론하기

10

다음을 크기가 큰 행성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지구

화성

(
도움말

천왕성  

)→(

)→(

)

화성은 지구 크기의 반 정도라고 하였고, 천왕성은 지구의 4배 크기라고 하였습니다.

추론하기

11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면 분류 기준은 무엇일지 생각해 쓰시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 , 천왕성

•분류 기준:(

)

어휘 학습하기

12

다음 밑줄 친 낱말이 ㉠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
㉮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이다. 	

㉯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

)

정답 바로 보기

맞힌 개수

/ 12개

3주차 3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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