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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일요일 날씨: 맑음
가족과 함께 소풍 나들이를 다
녀왔다. 놀이공원도 가고 자전
거도 탔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
께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다. 동
생이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해서
회오리감자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어? 선생님께서
이상한 표시를
해 주셨네.
무슨 뜻일까?

선생님께서 승우가 쓴 글을 알맞게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승우는 교정 부호가 무엇을 나타
내는지 모르나 봐요. 교정 부호에 따라 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제, 7단원에서는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이 쓴 글을 직접 고쳐 보는 활동
을 해 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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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 고쳐 쓰기

단원 학습 목표

137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글, 문단, 문장, 낱말 수준에서 고쳐 씁니다.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고쳐 씁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교과서 내용 학습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 알기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글을 고쳐 쓰는 방법 알기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동물의 희생,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 「동물 실험을 없애도 괜찮을까」



교과서 내용 학습

우리 모둠 글 모음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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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교과서 문제 확인

5차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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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74~277쪽 내용
[01~05] 글 나 는 글
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를

학습 목표 ▶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 알기

고쳐 쓴 것입니다. 다음 글을 읽

03

글

가 와 나 에서

까? (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은 무엇입니

)

①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쓰레기가 되는 불량 식품

가

교과서 274~277쪽

② 유통 기한을 확인하자.

여러분, 불량 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 식품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쓰

③ 불량 식품을 먹지 말자.

레기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더럽혀 보기에도 좋지 않고,

④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자.

악취도 납니다. 불량 식품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

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고 유통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
다. 불량 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불량 식품은 아무리 ㉡맛있어서 먹으
중요

면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

나

04

여러분, 불량 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 식품에는 무엇

가의

)

③ 대화글로 바꾸어 썼다.

을 알 수 없어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될 수도 있습

글

(

② 틀린 낱말을 고쳤다.

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통 기한

01

㉠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 썼습니까?

① 내용을 삭제했다.

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량 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

㉢

나 에서는



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통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

니다. 불량 식품은 아무리

글

④ 문장 호응에 맞게 고쳤다.

먹지 말아야 합니다.

⑤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고쳤다.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

오. (

,

)

① 맞춤법이 틀린 낱말이 있다.
② 은어나 비속어가 나타나 있다.
③ 제목이 주제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05

㉡을 문장 호응에 알맞게 고쳐 ㉢에 들어갈 수 있도
록 쓰시오.

④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있다.

(

)

⑤ 문장의 호응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

서술

형

02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

글

나   에서

제목을 바꾸어 쓴 까닭을 짐작하여 쓰시오.

도움말 	제목은 글의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128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없으면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
니다.
•필요한 내용을 더 쓰면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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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2쪽

교과서 278~283쪽 내용

학습 목표 ▶ 글을 고쳐 쓰는 방법 알기

교과서 278~283쪽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 국립국어원 조사
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93퍼센트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만
약 학생 열 명이

㉡

•글의 종류: 주장하는 글
•글의 특징: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렇게 주장하
는 까닭이 담긴 글입니다.

적어도 아홉 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호응하는 말: 만약 ~다면

비속어가 아닌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운 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

글을 고쳐
쓸 때 에는 글,
문단, 문장, 낱말 수준
에서 잘 살펴봐야 해.

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고운 말을 사용해
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글에서 필요 없는 문장

■글을 고쳐 쓰는 방법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고쳐
글
씁니다.
수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고쳐 씁니다.
준
•글에서 더하거나 뺄 내용을 살펴봅니다.

•글의 흐름에 맞게 고쳐 씁니다.
문
•중심 문장의 내용과 관련 없는 문장을
단
삭제합니다.
수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준
고쳐 씁니다.

문 •문장 호응에 맞게 고쳐 씁니다.
낱
•알맞은 낱말을 골라 추가합니다.
장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쳐 씁 말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한 낱말을 고쳐 씁
수
수
니다.
니다.
준 •지나치게 긴 문장은 나누어 씁니다.
준

06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

09

)

낱말 사전

격언(格 바로 잡을 격 言 말씀
언) 사리에 꼭 맞아 인생의 교
훈이 될 만한 짧은 말.

글 에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무엇이라

① 감동		

② 설득

고 했는지 쓰시오.

③ 설명		

④ 재미

(



)

⑤ 정보 전달

07

‘요즘’이라는 말에 주의하여 ㉠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

)

10



중요

08

이 글의 제목을 바르게 고친 것은 무엇입니까?

㉡에 들어갈 호응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고운 말을 쓰자
② 인사를 잘 하자

① 있고		

② 있어서

③ 자연을 보호하자

③ 있다면		

④ 있기 때문에

④ 문화유산을 잘 지키자

⑤ 있음에도 불구하고

(

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7. 글 고쳐 쓰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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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부호

 고운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교정 부호

고운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쓰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조건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

띄어 쓸 때
붙여 쓸 때

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고운 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

한 글자를
고칠 때

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

 고운 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은어나 비속어는 대화

여러 글자를
고칠 때

고운 말을 써야 하는 까닭

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

글자를 뺄 때

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낱말 사전

→ 뒷받침 문장과 어울리지 않음.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

은어(隱 숨길 은 語 말씀 어) 특
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
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
비속어 격이 낮고 속된 말.
투쟁(鬪 싸움 투 爭 다툴 쟁) 어
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
한 싸움.

서술

이다. 고운 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 바르게 쓰기
원활하게
(◯)

원할하게
(×)

형

11

13

㉠과 ㉡을 문장 수준에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⑴

까? (
㉠: 무조건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

)

① 고운 말을 사용하면 사이가 좋아진다.

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② 고운 말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③ 고운 말을 사용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 민족은 은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⑵

㉢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고친 것은 무엇입니

⑤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
과 같다.

㉡: 이제라도 고운 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도움말 	⑴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고쳐야 하고, ⑵는 글

쓴이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고쳐야 합니다.

14

교정 부호를 사용해 다음 글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
분을 고쳐 쓰시오.

중요

12

글 ~ 중에서 글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좋을 내용

하루 온종일 열량과 영양소가 부족해 건강을 잃

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시오.
(

130

비록 한 끼라서 아침밥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

)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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