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의 생김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02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림은 산과 바다 중 무엇을 이용한 모

습인지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산을 이용한 모습 바다를 이용한 모습

가 

다 

나 

라



땅의 생김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1탐구력 

산을 이용하는 모습 들을 이용하는 모습

공원이나 등산로를 만들어 이용해요.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요. 

편평한 땅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요.

도로나 철도를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어요.

겨울철에 스키장을 만들어 이용해요.

숲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요.

광산을 만들어 지하자원을 얻어요.

등산로를

 만들어서 좋아.

땅이 넓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짓기 

좋아.

사람이 살기에 

좋아.

도로가 생겨서 

어디든 다니기 

편리해.



고장의 사람들은 산, 들, 하천, 바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 바다를 이용하는 모습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어요.

해변의 모래사장을 

해수욕장으로 활용해요.

항구를 만들어 배를 쉽게 이용해요.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해요.

하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해요.

물건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살펴보면 산, 들, 하천, 바다 등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산과 들, 하천과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운동이나 산책을 해요.



	산과	들의	이용	모습

   산은 공원이나 등산로, 스키장 등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지하자원 

을 캡니다.

   들은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거나, 주택과 도로, 공장 등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하천과	바다의	이용	모습

   하천의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하천의 물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합니다.

   바다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는 데 이용합니다.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을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집과 공장, 도로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땅의 생김새를 이용하면 좋을지 까닭과 함께 쓰세요. 

넓은 들판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해.

인호 봄이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이용해.

산은 주택과

공장 등을 만들어

이용해.

승아

사람들이 그림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물고기를 잡습니다.     

㉡ 생활용수를 얻습니다.      

㉢ 겨울철에 스키장을 만듭니다. 

㉣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어떤 땅의 생김새를 이용하는 모습인지 쓰세요.  ( )

•등산로를 만들어 이용합니다. •숲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캡니다.



땅의 생김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02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림은 산과 바다 중 무엇을 이용한 모

습인지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산을 이용한 모습 바다를 이용한 모습

,  , 

가 

다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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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생김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1탐구력 

산을 이용하는 모습 들을 이용하는 모습

공원이나 등산로를 만들어 이용해요.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요. 

편평한 땅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요.

도로나 철도를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어요.

겨울철에 스키장을 만들어 이용해요.

숲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요.

광산을 만들어 지하자원을 얻어요.

등산로를

 만들어서 좋아.

땅이 넓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짓기 

좋아.

사람이 살기에 

좋아.

도로가 생겨서 

어디든 다니기 

편리해.

14 사회 3–2



고장의 사람들은 산, 들, 하천, 바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 바다를 이용하는 모습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어요.

해변의 모래사장을 

해수욕장으로 활용해요.

항구를 만들어 배를 쉽게 이용해요.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해요.

하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해요.

물건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살펴보면 산, 들, 하천, 바다 등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산과 들, 하천과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운동이나 산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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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들의	이용	모습

   산은 공원이나 등산로, 스키장 등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지하자원 

을 캡니다.

   들은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거나, 주택과 도로, 공장 등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하천과	바다의	이용	모습

   하천의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하천의 물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합니다.

   바다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는 데 이용합니다.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을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봄이 )

 바른 답 확인하기 3쪽 정답 확인

집과 공장, 도로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땅의 생김새를 이용하면 좋을지 까닭과 함께 쓰세요. 

 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땅의 생김새가 편평해서 건물을 만들기 좋기 때

문입니다. 

넓은 들판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해.

인호 봄이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이용해.

산은 주택과

공장 등을 만들어

이용해.

승아

사람들이 그림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물고기를 잡습니다.     

㉡ 생활용수를 얻습니다.      

㉢ 겨울철에 스키장을 만듭니다. 

㉣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어떤 땅의 생김새를 이용하는 모습인지 쓰세요.  ( 산 )

•등산로를 만들어 이용합니다.             •숲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캡니다.

16 사회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