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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무슨 뜻이지?
아하!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 보니,
‘어떤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뜻인가 보구나!

세종이가 어린이 신문 기사를 읽고 있어요. 기사에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었는데 세종이
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읽고 있네요. 세종이처럼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7단원에서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글을 구조에 따라 요약해 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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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단원 학습 목표

119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낱말의 뜻을 짐작합니다.
•이미 아는 친숙한 낱말로 바꾸어 썼을 때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살펴봅니다.
2.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기란 글에 있는 중요한 생각을 간략하게 간추리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구조를 파악한 뒤에 중심 내용을 간추립니다.
•글의 구조에 적당한 틀을 골라 각 문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교과서 내용 학습

「내 귀는 건강한가요」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식물의 잎차례」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한지돌이」



서술형 수행 평가 대비 학습하기



교과서 문제 학습하며 학교 숙제 해결하기



단원 정리 학습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한 단원 학습 상황 파악하기



단원 열기
1차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4차
교과서 문제 확인

5차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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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는 건강한가요

학습 목표 ▶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 알기

국어 234~237쪽

•글의 종류: 어린이 신문 기사
•글의 특징: 이어폰과 같은 음향 기기의 오랜 사용은 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입니다.
중심
내용 	귀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귀가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용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

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

게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다. 사오정이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않으면 ‘최소 난청’이지만 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전음

주지만 요즘에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

성 난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외에도

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리까지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

최소 난청
전음성 난청

전음성 난청의 증상 ①

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

귀가 어둡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귀 색깔이 검은색
이라는 뜻이겠지. 그냥 대충
읽어야겠다.

니다. 귀를 후비거나 하품하거나 귀에 바람을 넣어 봐도
순간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뿐 금세 귀가 먹먹해집니
다. 그 밖에도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 같은 증상

민찬

이 일어납니다.

전음성 난청의 증상 ②

낱말 사전

증상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

호전(好 좋을 호, 轉 구를 전)될 병의 증세가 나아지게 될.
중요

01

㉠의 뜻을 바르게 짐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귀가 커서		

② 귀가 까매서

③ 귀가 작아서		

④ 귀가 예민해서

)

03

㉢의 뜻을 짐작하기 위한 방법을 잘못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성은: 내가 좋아하는 낱말로 바꾸어야 해.

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재윤: 낱말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

(

04

)

민찬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바르게 설명한 것에 표를 하시오.

02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① 엉뚱한		

② 유쾌한

③ 궁금한		

④ 재치 있는

⑤ 소용없는

108

)

⑴ 낱말의

뜻을 제대로 짐작하지 못해서 글의 내
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

⑵ 낱말

앞뒤의 내용을 파악하여 글의 내용을 제
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국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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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5쪽
중심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귀 건강도 해
내용 칩니다.

소리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우리 귀 건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어폰’입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두엽은 기억력과 청각을 담당하

사람들 대부분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을 잘

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

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양쪽 귀 바로 위쪽 부

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 과학자들은 음악

위에는 언어 중추가 있는 뇌 측두엽이 존재하는데 측두

듣기는 고난도 학습이나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

★

엽과 가까운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언어 중추가 음악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안 좋은 까닭

기억력과 청각

매우 어려운 학습이나 업무

는다고 설명합니다.
중심 	귀 건강을 위해서 음향 기기를 적게 사용하고 귀를 건조하게 유지해
내용 야 합니다.

 귀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어폰 같은 음향 기기를 하루

뜬금없는? 걸림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
더 못 읽겠다. 그만 읽어야지.

2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소리 크기
를 60퍼센트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귀를 건조하게 유지
하고 깨끗한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바르게 쓰기
꽂으면
(◯)

20◯◯. ◯◯. ◯◯.

꼿으면
(×)

△△△ 기자

낱말 사전

중추 신경 기관 가운데,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  병원에서
는 말이 느려지는 게 중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05

자극 생체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 또는 그런 작용의
요인.
서술

귀 건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쓰
시오.

형

07

㉠의 뜻을 짐작하여 쓰고, ㉠을 넣어 짧은 문장을 만
들어 쓰시오.

(

)

⑴ 짐작한 뜻:
⑵ 짧은 문장:

도움말 	㉠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의 뜻을 짐작해 봅니다.

06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두 가지 고르시
오. (

,

)

① 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자신이 찾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는 낱말
앞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이미 아는 친숙한 낱말로 바꾸었을 때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면 돼.

②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을 줄인다.
③ 공부할 때는 음악을 자주 듣는다.
④ 귓속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준다.
⑤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다.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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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잎차례

학습 목표 ▶ 글을 요약하는 방법 알기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글쓴이: 장 앙리 파브르(추둘란 옮김)

국어 259~262쪽

•글의 특징: 식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잎을 피우는 모습을 사람
들의 집 짓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건축가들이 정성을 기울여 집을 짓는 것처럼 식물들도 특별한 방법
내용 으로 잎을 피웁니다.

 사람들의 집 짓기와 식물의 집 짓기는 서로 같은 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
어모을까 고민합니다.
중심 	식물이 줄기에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에 따라 어긋나기, 마주나기, 돌
내용 려나기, 모여나기 등이 있습니다.

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을 바
사람들의 집 짓기 방법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 나가는

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바로 세우

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토록 많은 정성

붙여 나가는 모양을 ‘잎차례’라고 합니다.

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사람들의 집 짓기와 식물의 집 짓기의 공통점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중심 	식물들은 햇빛을 잘 끌어모을 수 있도록 잎을 펼칩니다.
내용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
어긋나기

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 바르게 쓰기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설계도
(◯)

08

글 에서 글쓴이는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에 대해 설

10

명하고 있는지 쓰시오.

설게도
(×)

식물이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을 무엇
이라고 합니까? (

(

)

)

① 잎맥		

② 잎줄기

③ 잎뿌리		

④ 잎차례

⑤ 잎나무

11

국수나무와 해바라기가 잎을 피우는 방법을 바르게 선
으로 이으시오.
소용돌이 모

09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⑴

국수나무 •

•①

② 벌레 문제 때문에
④ 햇빛 문제 때문에

평행하게 어

⑵

해바라기 •

•②

⑤ 그림자 문제 때문에

110

면서 어긋나게
잎을 피운다.

① 땅의 문제 때문에
③ 공기 문제 때문에

양으로 돌려나

긋나면서 잎을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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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5쪽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 보는

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

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주나기로 잎을 피우는 식물

이 사이좋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단풍나무와 화살나무 잎의 특징

그런가 하면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

갈퀴꼭두서니는 마디마다 잎이 여섯 장에서 여덟 장씩

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 나가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

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먼저, 줄기 마디
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

기’가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

가

「식물의 잎차례」를 읽고 요약한 내용

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
는 식물도 있습니다.

을 바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

→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지 않고 원래 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씀.

중요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잎을 피우는 식물 이름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14

)

글을 요약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⑴ 그림과

관련된 내용만 읽기 위해서이다.


잎 두 장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

)

⑵ 글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① 소나무

(

)

② 단풍나무
③ 화살나무
④ 해바라기
⑤ 국수나무

중요

15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
를 쓰시오.
㉮ 글을 짧게 간추린다.

13

갈퀴꼭두서니가 잎을 피우는 방법으로, 한 마디에 잎
이 석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

)

㉯ 사소한 내용은 삭제한다.
㉰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린다.
㉱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간추린다.

(

)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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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 보는

나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
★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

아래 잎은 햇빛을
→  받지 못합니다. → 중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줄여서 요약함. 잎차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없음.

다.
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식물의 자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햇빛입니다. 위

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식물은

합니다. 갈퀴꼭두서니는 마디마다 잎이 여섯 장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잎을 피웁니다. 줄기에 차례대로

여덟 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인 ‘잎차례’로는 서로 어긋나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곳에서 모여나는 ‘모여

게 피우는 ‘어긋나기’,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

나기’가 있습니다.

주 보는 ‘마주나기’가 있습니다.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의 돌려나는 ‘돌려나기’도 있고, 잎이 한곳에

★ 바르게 쓰기
햇빛
(◯)

햇빚
(×)

서 모여나는 ‘모여나기’도 있습니다.
→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게 글을 요약함.

서술

형

16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단풍나무,
화살나무

마주나기
잎차례
돌려나기

니다.

글

다

글

다에

대한 설명

)

①글


나는

너무 길게 요약했다.

②글

다는

설명 부분이 부족하다.

③글


다는

읽기 어려운 말로 요약했다.

④글

나는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⑤글


나는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소나무

도움말 	글을 생각그물로 요약하였을 때의 좋은 점을 생각해 봅

나와

나와

모여나기

갈퀴꼭두서니

글

「식물의 잎차례」를 요약한 글

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생각하여 쓰시오.

17

18

글을 요약할 때에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거나
여러 번 반복해 나타나는 중심 낱말을
찾아봐.

중에서 「식물의 잎차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글의 기호를 쓰시오.
(

112

)

국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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