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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문헌

2. 참고 사이트

[문제 1] 식물이 살아가는 장소와 그곳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세 가지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식물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 장소와 그에 따른 특징을 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

이다. 들에 사는 식물로만 세 가지를 쓴 경우는 하나만 맞은 것으로 인정한다. 식물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 장소 세 곳을 구분해서 써야 옳게 쓴 답으로 인정한다.

[해답] 들 - 키가 작은 식물이 많다. 한해살이 혹은 두해살이 풀이 많다.등

숲 - 대체로 키가 큰 나무가 많다. 열매를 얻거나 목재로 이용할 수 있다. 등

사막 -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작거나 뾰족한 잎을 갖고 있다. 등

연못이나 강가 - 갈대, 부들은 물가에 살며 키가 크고 줄기가 튼튼하여 바람을 잘 이겨낸다.

[문제 2] 식물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식물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식용

으로 이용되는 예로만 세 가지를 쓴 경우는 하나만 맞은 것으로 인정한다. 쓰임이 다른 경우 세가지

를 구분해서 써야 옳게 쓴 답으로 인정한다.

[해답] 약 - 산삼, 인동, 당귀, 옷감 - 목화, 모시, 염료 - 봉숭아, 홍화

차시

교과서_ 48~49쪽

실험 관찰_ 19~20쪽

10
10

마무리

되짚어 보기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  식물은 잎, 줄기, 뿌리, 꽃과 열매 및 씨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생김새를 갖고 있다.

• 식물은 잎, 줄기, 뿌리, 꽃과 열매 등의 생김새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식물은 들과 숲, 연못이나 강가, 높은 산, 사막, 바닷가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간다.

• 식물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음식, 약, 옷감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건축이나 조

경에도 이용되고 있다.

숲은 사람에게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삼림욕 장소와 목재를 제공해 주고, 공기와 물을 맑게 해 주

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주제로 글을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숲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준다.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인 효과, 신체적인 효과 등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각 이로움에 대

한 근거 자료를 들었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해답] 숲이 주는 이로움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기를 맑게 해 주는 것이다. 단순히 산소의 

양을 많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성분의 물질을 내뿜어 숲의 공기를 마시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숲은 많은 동식물들의 생활 터전이 된다. 숲의 풀과 나무들은 동물의 먹이나 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식물이 많이 있는 숲은 사람에게 훌륭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숲의 녹색 식물들

이 주는 시원한 느낌과 상쾌한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숲의 나무들은 빗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막아 준

다. 또한, 땅속 깊이 자라난 뿌리는 흙이 흘러내려 유실되는 것과 산사태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숲

에서 나는 많은 식물들은 사람이 식용이나 약용, 목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잘 자란 나무, 각종 열매, 산

나물, 버섯, 약초 들은 숲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로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