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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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구분하기

선빈이네 고장 사람들은 얼마 전에 커다란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는 자연환경일까요, 인문 환경일까요?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다양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산, 하천, 바다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을 

자연환경이라고 불러요. 

자연환경

자연 그대로의 것

산 하천 바다

눈 비 바람 기온

이 호수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입니다.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자연환경이라 하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은이네 고장에 있는 논과 밭은 자연환경일까요, 인문 환경일

까요?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공장, 다리, 논과 밭 등을 

만들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해요.  

인문 환경

학교 집

공장 도로 다리 시장

논 밭 과수원

자연 그대로의 넓은 들은 자연환경에 속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논과 밭, 과수원은 사람

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



	자연환경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입니다.

   산,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을 말합니다.

	인문	환경

   사람들이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환경입니다.

   학교, 집, 공장, 도로, 다리, 시장, 논과 밭, 항구 등이 있습니다.

<보기>의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 산       ㉡ 학교        ㉢ 공장       ㉣ 바다       ㉤ 다리       ㉥ 하천

⑴ 자연환경 ( ) ⑵ 인문 환경 ( )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 )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선빈이네 고장에 있는 호수를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을 쓰세요. 

서현

선하

인호

그림의 대화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문 환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거야.

유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위에 인문 환경이 많아지고 있어.

인문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사람들이 만들어 낸 환경이 많아졌어.

우리 고장 사람들은

 얼마 전에 호수를 만들

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호수가 자연환경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01우리 고장의 환경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학교

하천

공장

아파트

바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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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구분하기

선빈이네 고장 사람들은 얼마 전에 커다란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는 자연환경일까요, 인문 환경일까요?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다양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산, 하천, 바다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을 

자연환경이라고 불러요. 

자연환경

자연 그대로의 것

산 하천 바다

눈 비 바람 기온

이 호수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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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자연환경이라 하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은이네 고장에 있는 논과 밭은 자연환경일까요, 인문 환경일

까요?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공장, 다리, 논과 밭 등을 

만들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해요.  

인문 환경

학교 집

공장 도로 다리 시장

논 밭 과수원

자연 그대로의 넓은 들은 자연환경에 속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논과 밭, 과수원은 사람

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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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입니다.

   산,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을 말합니다.

	 	인문	환경

   사람들이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환경입니다.

   학교, 집, 공장, 도로, 다리, 시장, 논과 밭, 항구 등이 있습니다.

<보기>의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 산       ㉡ 학교        ㉢ 공장       ㉣ 바다       ㉤ 다리       ㉥ 하천

⑴ 자연환경 ( ㉠, ㉣, ㉥ ) ⑵ 인문 환경 ( ㉡, ㉢, ㉤  )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정답 확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 자연환경 )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선빈이네 고장에 있는 호수를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을 쓰세요. 

 자연 그대로의 호수가 아니라 사람

들이 만들어 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서현

선하

인호

그림의 대화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인호 )

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문 환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거야.

유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위에 인문 환경이 많아지고 있어.

인문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사람들이 만들어 낸 환경이 많아졌어.

우리 고장 사람들은

 얼마 전에 호수를 만들

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호수가 자연환경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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