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술형�활동지



1. 이� 글의� 설명� 방법을� 참고하여� 다음� 그림에서� 활쏘기를� 배우는�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김홍도 「활쏘기」



1.� 이� 글에서� 강한� 인공� 지능의� 예로� 든� 로봇의� 이름을� 써� 보세요.

2.� 인간과� 거의� 흡사한� 인공� 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 어떤� 용도

로� 사용하고� 싶은지� 써� 보세요.

✦ 사라진 코드를 구하라 ✦



1.� 이� 글에서� 예로� 든� 항공사의� 광고가� 말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2.�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처할� 방법을� 써�

보세요.

✦ 손님, 일등석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1.� 엄마가� 영욱이와� 아영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2.� 아영이가� 자신의� 학교에� 다니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은� 영욱이의� 마음을�

헤아려� 영욱이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2.� 영욱이의� 엄마와� 아빠는� 아영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써� 보세요.

✦ 내 동생 아영이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2.�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읽고� 이에� 대한� 내� 의견을� 써� 보세요.

◎ 가까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시력이 떨어진다.

◎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자세가 바르지 않게 된다.

◎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공감 능력, 

감정 표현 등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네티켓이란 과 을 합쳐 줄인 말이다.

✦ 나의 네티켓, 내 티켓 ✦



1.�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2.� 이� 글을� 읽고� 난� 뒤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약으로 만든 (         )

∎ 무기로 사용했던 (          )

∎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던 (          )

세상에는 많은 물건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

✦ 먹는 약이 무기로? 무기가 음식으로! ✦



1.� 이� 글에서� 펭귄이� 날기를�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아� 한마디로� 써�

보세요.

2.� 하늘을� 나는� 것보다� 바닷속에서�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몸을� 적

응시킨� 결과� 펭귄의� 날개는� 어떻게� 진화했는지� 써� 보세요.

✦ 펭귄, 바다를 날다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채워� 하이퍼루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2.� 하이퍼루프가� 개발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이� 줄

어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하이퍼루프는 (              )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달리는 

(                           ) 기차이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하이퍼루프! ✦



1.� 이� 글의� 앞부분은� 어떤� 병이� 났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써� 보세요.

2.� 평소� 나의� 건강을� 위해� ‘토’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써� 보

세요.

✦ 왜 아플까? ✦



1.� 바사호처럼� 놀랄� 만한� 이유로�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이탈리아 콜로세움

페루 미추픽추 경주 첨성대

✦ 흥미진진한 바사호 탐험 ✦



1.� 이� 글에서� 애벌레들이� 잎을� 많이� 먹고� 빨리� 나비가� 되고� 싶은� 까닭을� 찾

아� 써� 보세요.

2.� 주인공� 애벌레에게�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더� 알려� 줄� 수� 있을지� 써� 보세요.

✦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



1.� 감염병� 전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격리� 등을� 했

을� 때� 생기는� 현상을� 이� 글에서� 찾아� 쓰세요.

 

2.� 스페인독감이나� 흑사병이� 생겼을� 때보다� 현대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이� 생겼을� 때� 더� 잘� 대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보세요.

✦ 무시무시한 감염병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세� 번째� 원칙에서� 형광등을� 켜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하여� 디자인한� 물건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이� 글을� 읽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세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은                                      

                                                           

더욱                     만들어질 것이다. 

✦ 모두를 위한 디자인 ✦



1.� 나라를� 되찾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이회영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 한� 명을� 찾아� 어떤� 일을�

했는지� 써� 보세요.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은 끈질기고 치밀했습니다. 벼슬과 권력을 미끼 

삼아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 일본의 술책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목 놓아 울면서 서슴없이 목숨을 

던진 이도 있었고, 나라 안과 밖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선 

이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

지 한마음으로 나라를 되찾는 운동에 뛰어든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 육 형제 모두 망명길에 오르다 ✦



1.�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처럼� 집에서�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식물을� 뜻

하는�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써� 보세요.

2.� 글을� 읽고� 내가� 기르고� 싶은� 반려식물을� 고르고,� 키우고� 싶은� 까닭과� 함

께� 써� 보세요.

✦ 멍멍 상추, 야옹야옹 토마토 ✦



1.� 짜조와� 김치만두가� 찾아온� 사건은�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 글에서� 한� 글

자로� 된� 낱말을� 찾아� 쓰세요.

2.� 짜조와� 김치만두� 외에� 다른� 나라의� 만두를� 찾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 나를 골라 줘! ✦



 

1.� 달팽이,� 까마귀처럼� 한� 글자를� 떼어� 이름을� 불러도� ‘팽이’,� ‘마귀’처럼� 말이�

되는� 말을� 떠올려� 써� 보세요.

2.� 글쓴이의� 입장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경우� 내� 생각은� 어

떨지� 이유를� 들어� 써� 봅시다.

✦ 비� 오는� 날 ✦✦ 사라진 이름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2.� 내가� 이� 글의� 선생님이� 되어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써� 준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써� 보세요.

은주는 긴 줄 넘기를 잘하지 못한다. (           ) 친구들은 걱

정 대신 신경질을 냈다.

✦ 나도 선생님이 참 좋아요! ✦



1.� 다음은� 이� 글의� 앞부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여자는 채소밭을 가꾸다 은 항아리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자

는 (                                   ). 그리고 자손들을 

어렵게 키우며 삼십 년을 살았다.

 

2.� 이� 글에� 나타난� 여자의� 성품에� 대하여� 간단히� 써� 봅시다.

여자는                                                         .

왜냐하면                                                         

                                                                .

✦ 은 항아리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2.� 동물의� 똥으로� 종이를� 만들면서� 생기는� 새로운� 환경� 파괴� 문제가� 있습니

다.� 어떤� 문제일지� 써� 보세요.

동물의 똥으로 (    )를 만들면 (    ) 공장에서 (    )를 만들기 위

하여 환경 오염 물질도 덜 사용하게 되고, (                  )도 

덜 잘라 내게 되어 숲이 사라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똥이 종이가 된다고?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2.� 이� 글을� 읽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한두� 문

장으로� 써� 보세요.

                                                                              

우주 탐사선을 만드는 (              )을 줄이기 위하여 물건 크

기를 작게 만들되 정상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

여 (                         )를 연구한다.

✦ 우주 연구의 중심, 나사에서 종이접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