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지와 바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는 갈색으로, 바다는 파

란색 색연필로 구분하여 색칠해 봅시다.

갈색과 파란색 색연필 중 어느 것을 많이 사용했는지 써 봅시다.

(1)

(2)

02

육지 바다

색 색연필

색칠해 보세요.



육지와 바다 중 더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1탐구력

바다 칸의 수가 육지 칸의 수보다 많으므로 지구 표면의 바다가 육지보다 넓습니다.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합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육지 바다

14 칸 36 칸육지 칸의 수 바다 칸의 수

육지 칸 바다 칸

다음 지도에 칸을 나누고, 육지 칸과 바다 칸의 

수를 세어 보면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육지가 

넓은 칸

바다가 

넓은 칸

바다 칸의 수가 육지 칸의 수보다 22칸 많네.



육지와 바다의 물맛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육지의 물에서는 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바닷물에서는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지의 물 바닷물

●  육지의 물에서는 짠맛이 나지 않지만, 바닷물에서는 짠맛이 납니다.

●  바닷물에는 짠맛이 나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육지의 

물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

바닷물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

바닷물은 마실 수 있을까요?

바닷물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

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마실 수 

없어! 이것 저것 많이 

녹아 있어!

아무 맛도 

나지 않아.

Q2 힌트



다음은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⑴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⑵ 지구 표면에서 육지는 바다보다 넓습니다. ( )

⑶ 바닷물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 )

오른쪽과 같이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육지와 바다의 넓이 비교: 바다가 육지보다 넓습니다.

육지의 물과 바닷물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까

닭은 

은/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음.
•육지의 물: 짜지 않음.

•바닷물: 짠맛이 남.

다음은 오른쪽과 같은 지구의 표면 지도를 보고,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한 설명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 ㉠ )이/가 ( ㉡ )보

다 넓습니다.

㉠ ( ), ㉡ ( )



육지와 바다

 바른 답 확인하기 21쪽

다음 각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는 갈색으로, 바다는 파

란색 색연필로 구분하여 색칠해 봅시다.

갈색과 파란색 색연필 중 어느 것을 많이 사용했는지 써 봅시다.

(1)

(2)

02

육지 바다

색 색연필파란

색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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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바다 중 더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1탐구력

바다 칸의 수가 육지 칸의 수보다 많으므로 지구 표면의 바다가 육지보다 넓습니다.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합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육지 바다

14 칸 36 칸육지 칸의 수 바다 칸의 수

육지 칸 바다 칸

다음 지도에 칸을 나누고, 육지 칸과 바다 칸의 

수를 세어 보면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육지가 

넓은 칸

바다가 

넓은 칸

바다 칸의 수가 육지 칸의 수보다 22칸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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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바다의 물맛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육지의 물에서는 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바닷물에서는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지의 물 바닷물

●  육지의 물에서는 짠맛이 나지 않지만, 바닷물에서는 짠맛이 납니다.

●  바닷물에는 짠맛이 나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육지의 

물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

바닷물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

바닷물은 마실 수 있을까요?

바닷물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

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마실 수 

없어! 이것 저것 많이 

녹아 있어!

아무 맛도 

나지 않아.

Q2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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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⑴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⑵ 지구 표면에서 육지는 바다보다 넓습니다. ( × )

⑶ 바닷물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 )

오른쪽과 같이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바른 답 확인하기 21쪽 정답 확인

육지와 바다의 넓이 비교: 바다가 육지보다 넓습니다.

육지의 물과 바닷물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까

닭은 

때문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녹아 있기 

바 닷 물 은/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음.
•육지의 물: 짜지 않음.

•바닷물: 짠맛이 남.

다음은 오른쪽과 같은 지구의 표면 지도를 보고,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한 설명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 ㉠ )이/가 ( ㉡ )보

다 넓습니다.

㉠ ( 바다 ), ㉡ ( 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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