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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잠의 비밀
관련 교과 6-2 국어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읽기’ / 5-1 보건 ‘일상 생활과 건강’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30쪽

살아 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사람은 왜 잠을 자는 것일까요?
먼저 잠은 우리의 뇌와 몸을 쉬게 해 줍니다. 사람의 몸은 깨어 있을 때는
심장과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긴장한 상태이지만 잠이 들었을 때는 심
장 활동과 호흡이 느려지며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깨어 있는 동안 쌓인 피
로와 스트레스를 잠을 자면서 푸는 것입니다.
★

또 충분한 잠은 학습과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을 푹 자
고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집중도 잘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
일 멍한 상태로 있게 되어 학습이나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6
시간 미만을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실
험 결과도 있습니다.
★

★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으로,
뼈가 자라고 근육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감기나 알레르기 등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 능률(能능할 능, 率비율 률):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의 비율.
★ 분비되는: 샘세포의 작용에

의하여 만든 액즙을 배출관으
로 보내게 되는.
★ 호르몬: 동물의 몸에서 분비

되어서 몸 속 다른 기관이나
조직을 도와주거나 억제하는
물질.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1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인간이 (

)을/를 자는 까닭

추론하기

02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표를 하시오.
(
⑴ 성장 호르몬은 언제 집중적으로 분비되나요?		
⑵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 상태가 어떠한가요? (
⑶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살이 찌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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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확인하기

03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잠을 자지 않아야 집중이 잘 된다.

② 잠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기가 쉽다.

③ 잠을 더 적게 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④ 잠을 잘 때에 심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⑤ 잠을 잘 때 근육은 긴장해 있는 상태이다.
3주차 3일
글의 구조 파악하기

04

공부한 날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알맞은 틀을 골라 ◯표를 하시오.



(
도움말

)

월

일



(

)

(

)

이 글은 잠을 자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휘 학습하기

05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입니까? (

)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

① 긴장

② 회복

③ 집중

④ 능률

⑤ 몰입

‘잠에 대한 다양한 상식’
바로 보기

보너스 강의

잠에 대한 다양한 상식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좀 더 알아보아요.

■ 깊은 잠을 못 자면 꿈을 많이 꾼다? ( × )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 때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 가며 잡니다.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은 맞지만 꿈을 많이 꾸었다고 해서 깊은 잠을 못 잔 것은 아닙니다.
■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가벼운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 ( ◯ )
우유, 치즈, 바나나에는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 자고 일어나서 키를 재면 키가 더 크다? ( ◯ )
	자는 동안에는 누워 있어서 척추뼈 사이가 서 있을 때보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침에 일어나서 바로 키를 재면 저녁에 재는 것보다 약간 더 큽니다.

3주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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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정답과 해설 31쪽

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잠을 잘

서 뇌를 회복하고 몸의 피로를 푸는 단계이므로

때 눈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눈의 움직임이 적

잠에서 깨어나기도 힘들고 잠에서 일어나도 개운

은 비렘수면과 눈의 움직임이 많은 렘수면으로

하지 않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1~4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의 비렘수면 단계는 몸이 쉬는 시간이기도

비렘수면은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에 따라
★

1~4단계로 나눕니다. 비렘수면 중 1단계 수면은

★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 뼈나 근육이 자
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렘수면은 잠을 자고 있지만 뇌가 활발하게 활동

5~10분 정도인데 이 단계에서 잠을 깨우면 쉽게

하는 상태이므로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하게 눈을

깰 수 있습니다. 2단계 수면은 1단계 수면보다 조

많이 움직입니다. 또 ㉠ 꿈도 많이 꾸어서 ‘꿈 수

금 더 깊이 잠든 단계로 전체 잠자는 시간 중

면’이라고도 합니다.

45%나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의 움직임이 점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비렘수면과 렘수

점 느려지고, 잠을 깨울 때에는 좀 더 강하게 깨

면을 약 90분마다 한 번씩 거치는데 한 번 잘 때

워야 합니다. 3단계와 4단계 수면은 가장 깊은 잠

4~6회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 날이 밝아

을 자는 단계입니다. ‘서파수면’이라고도 하는데

올수록 점차 렘수면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알려 주는 델타파가 나옵니
다. 이때는 눈의 움직임도 거의 멈추고 잠을 자면

이와 같은 잠의 특징을 잘 알고 이용하면 잠을
잘 때에 효과적으로 잘 수 있습니다.

★ 수면(睡잘 수, 眠잠잘 면): 잠을 자는 일.
★ 개운하지: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지.

내용 확인하기

06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에 따라 1~4단계로 나눌 수 있는 수면의 종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시오.

도움말

(

)

이 글에서는 잠을 비렘수면과 렘수면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내용 확인하기

07

‘서파수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잠을 깨우면 쉽게 깨어난다.
②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단계이다.
③ 이때 잠을 깨면 몸이 매우 피곤하다.
④ 깊은 잠을 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나온다.
⑤ 눈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몸의 피로를 푸는 단계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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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확인하기

08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잠의 종류를 찾아 쓰시오.
•꿈을 많이 꾸어서 ‘꿈 수면’이라고도 한다.
•잠을 자고 있지만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눈도 많이 움직인다.

(

)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9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골라 ◯표를 하시오.

⑴ 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⑵ 잠을 잘 때에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⑶ 날이 밝아올수록 렘수면의 시간이 길어진다.		

(

)

(

)

(

)

추론하기

10

보기

와 같은 상황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보기

잠을 자다가 깼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야.

준영: 잠들기 시작한 비렘수면 1단계에서 일어나서 피곤한 거야.
나라: 렘수면 상태가 너무 길어서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그런 거야.
진아: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 3, 4단계에서 잠이 깨서 그런 걸 거야.

(

)

어휘 학습하기

11

밑줄 친 부분이 ㉠과 같은 뜻인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내 꿈은 비행기 조종사야. 		

② 어젯밤에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

③ 나도 옛날에는 꿈 많던 소녀였어.

④ 복권에 당첨될 거라는 헛된 꿈을 버려.

⑤ 아버지께서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셨어.

정답 바로 보기

맞힌 개수

/ 11개

3주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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