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터

4 주 완성

초등 국어

독해력
6단계
6학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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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2일

살아 있는 화석, 고사리
관련 교과 5-1 국어 ‘대상의 특성에 대해 알기’/ 6-1 과학 ‘식물의 구조와 기능’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28쪽

★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고사리는 공룡보다 더 오래 전부터 지구에
서 살아온 식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석 중에는 고사리
화석이 많다고 합니다.
고사리는 해가 잘 들며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
이풀이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매우 춥거나 더운 지역을 제외한 환경에서는
★

★ 화석(化될 화, 石돌 석): 지질

★

모두 잘 자랍니다. 고사리는 꽃을 피우지 않고 홀씨로 번식합니다. 홀씨주

시대에 생존한 동식물의 유
해와 활동 흔적 따위의 퇴적
물 중에서 매몰된 채로 지상
에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
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머니는 고사리 잎의 뒷면에 있는데, 홀씨주머니가 터지면 그 안에 있던 홀
씨가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서 싹을 틔웁니다. 고사리의 줄기는 땅
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뿌리줄기로 1m 이상을 땅속에서 자라며

★ 홀씨: 꽃이 피지 않는 민꽃식

★

물의 생식 세포.

땅 위로는 잎자루가 자라고, 땅속으로는 뿌리가 자랍니다. 땅 위로 올라온

★ 번식합니다: 붇고 늘어서 많

★

이 퍼집니다.

잎자루는 다른 식물의 줄기와 비슷해 보여서 줄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고

★ 잎자루: 잎몸을 줄기나 가지

사리의 잎은 삼각형 모양의 작은 잎이 여러 개 모여 하나의 큰 잎을 이루고

에 붙게 하는 꼭지 부분.
★ 착각하기: 어떤 사물이나 사

있습니다. 뿌리줄기 아래로 자라난 뿌리는 고사리를 지탱해 주며 물과 양분

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
기.

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1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표를 하시오.
고사리의 특징

  

화석의 종류와 특징

  

여러해살이풀의 특징

내용 확인하기

02

고사리가 잘 자라는 환경으로 알맞은 곳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습도가 높은 곳		

② 날씨가 따뜻한 곳

③ 매우 추운 북극 지역		

④ 얼음이 많은 남극 지역

)

⑤ 기온이 매우 높은 사막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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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추론하기

03

다음 고사리 그림에서 각 부분의 이름을 알맞게 찾아 쓰시오

3주차 2일
공부한 날
월

도움말

일

고사리는 뿌리줄기에서 잎자루가 돋아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기

04

다음은 고사리의 번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잎의 뒷면에 있는 (

)이/가 터지면 그 안에 있던 (

)이/가 땅

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서 싹을 틔운다.

추론하기

05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말한 친구 두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규현: 고사리 화석을 통해서 당시에 고사리가 살았던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거야.
현주: 고사리는 줄기가 없어서 벽이나 나무에 붙어서 몸을 지탱하며 사는 식물이야.
재빈: 고사리 화석을 보면 고사리가 언제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는지 예측할 수 있어.

(

)

,

어휘 학습하기

06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① 생겨서

)

•오늘이 일요일인 줄

늦잠을 잤다.

•시간이 여유롭다고

약속에 늦고 말았다.

② 뛰어서

③ 착각해서

④ 벗어나서

⑤ 재미있어서
3주차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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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정답과 해설 29쪽

㈎ 산이나 들에서 흔히 보는 고사리는 초록색에

면 고사리 굴비조림이 되며, 고사리와 쇠고기,

잎이 활짝 핀 모양이지만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갖은 양념을 넣어 끓이면 육개장이 됩니다. 그 외

고사리는 잎이 활짝 피기 전의 어린순으로, 잎줄

에도 고사리를 넣은 비빔밥과 녹두전 등 여러 가

기 끝이 동그랗고 꼬불꼬불하게 말려 있습니다.

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주먹을 쥔 아기 ㉠손과 비슷해서 아기

㈐ 고사리는 약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고사리

손을 고사리 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의 어린순은 열을 내려 주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

㈏ 고사리는 봄에 어린순일 때 따서 소금을 약간

은 고사리의 성질이 차기 때문입니다. 말린 잎과

넣은 물에 삶은 후 건조시켜서 보관하는데 이렇

뿌리줄기는 기생충을 없애거나 설사를 치료하는

게 하면 고사리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을 뿐

약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아니라 고사리의 쓴맛과 떫은맛도 없앨 수 있습

㈑ 또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

니다. 고사리의 잎과 뿌리줄기는 맥주를 만드는

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변

재료로 사용하고, 뿌리줄기에서 얻은 녹말은 떡

비에 도움이 되고, 열량이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

이나 빵을 만드는 데 넣기도 합니다. 고사리의 잎

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고

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고사

사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은 피부를 좋게 하고,

리에 파와 마늘을 넣어 볶으면 고사리볶음이 되

머리를 맑게 합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 주어서 몸

고, 고사리를 다른 채소와 함께 넣고 굴비와 졸이

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

★

★

★ 어린순: 나무나 풀의 새로 돋아나는 어린 싹.
★ 포만감: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 노폐물: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
★ 배출(排 물리칠 배, 出 날 출)하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는.

내용 확인하기

07

고사리를 삶은 후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서
② 쓴맛과 떫은맛을 없앨 수 있어서
③ 고사리의 양을 많게 할 수 있어서
④ 약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⑤ 요리를 할 때 매운맛을 낼 수 있어서
도움말

글 ㈏에서 고사리를 소금에 삶은 후 건조시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읽어 봅니다.

내용 확인하기

08

고사리를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 까닭을 글 ㈑에서 찾아 쓰시오.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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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매체 읽기

09

이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며 읽는다.
②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읽는다.
③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④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⑤ 글쓴이의 주장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내용 요약하기

10

글 ㈏~㈑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⑴

㈏

•			

•①

고사리의 영양 성분

⑵

㈐

•			

•②

고사리의 활용 방법

⑶

㈑

•			

•③

고사리의 효능

어휘 학습하기

11

㉠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입니다. 밑줄 친 낱말이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보기

에서

찾아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보기

㉮ 일을 하는 사람.
㉯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등, 손바닥, 손목으로 나뉘며 그 끝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어, 무
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한다.

⑴ 수영이가 손을 흔들며 나에게 인사했다.		
⑵ 태규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⑶ 손이 부족하니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

)

(

)

(

)

정답 바로 보기

맞힌 개수

/ 11개

3주차 2일

59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50~96_독해왕_6단계(3,4주)-8.indd 59

2019-05-20 오전 10:5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