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03

다음 그림 카드의 생활 모습이 어느 계절과 관련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가 

라 

나 

마 

다

바

봄

가을

여름

겨울



봄 

겨울

여름

가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1탐구력 

사람들은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가요.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 

꽃이 피고 싹이 돋아요.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고,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겨요.

논과 밭에서는 곡식을 수확

하고, 과수원에서는 과일을 

수확해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난로나 온풍기를 사용해요. 

가을에는 날씨가 

서늘해지고, 단풍 

구경을 가요.

사람들은 스키나 

썰매를 타러 가요.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에어컨과 

선풍기를 많이 사용해요. 

계절별로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날씨가 달라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나타나는데

 계절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 

등이 달라져요.



그래프로 고장의 계절별 특징 알아보기

고장의 기온이나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고장의 계절별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우네 고장의 자료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을 찾아보세요.

막대가 가장 긴 ( 7월, 1월 )에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강수량은 203mm예요.

•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을 찾아보세요.

막대가 가장 짧은 ( 7월, 1월 )에 강수량이 가장 적어요. 강수량은 37mm예요.

• 계절별 강수량을 비교해 보세요.

여름에는 강수량이 ( 적고, 많고 ), 겨울에는 강수량이 ( 적어요, 많아요 ).

*강수량 : 일정한 곳에 일

정 기간 내린 비나 눈, 우

박 등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프의 제목 확인하기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 확인하기

  그래프 눈금 한 칸의 크기 확인하기

  각 막대가 나타내는 양 확인하기

이렇게 보면 쉬워요

 바른 답 확인하기 4쪽 








< 민우네 고장의 평균 강수량 >



제목을 보면 ‘민우네 고장의 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의 가로는 ‘월’,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내요. 

4월, 7월, 10월, 1월의 월별 평균 강수량이 나타나 

있어요.

세로에 표시된 눈금 한 칸이 커짐에 따라 ‘50’씩 커

지고 있어요. 즉 눈금 한 칸이 커짐에 따라 강수량

이 50mm씩 많아져요.

각각의 막대가 나타내는 값을 보면 월별 평균 강수

량을 알 수 있어요.



	계절별	사람들의	생활	모습

   봄：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여름：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고, 얇은 옷을 입습니다. 

   가을：논과 밭에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고, 단풍 구경을 갑니다.

   겨울：스키나 썰매를 타러 가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막대의 길이가 짧을수록 기온이 높습니다. ( )

⑵ 대관령과 제주도 모두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집니다. ( )

⑶ 대관령과 제주도 모두 여름에 기온이 높고, 겨울에 기온이 낮습니다. ( )

[2~3]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대관령의 평균 기온> <제주도의 평균 기온>

그래프는 두 지역의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쓰세요.  (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봄  

⑵ 여름 

⑶ 가을 

⑷ 겨울 

 ㉠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갑니다.

 ㉡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합니다.

계절별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을 쓰세요.

계절별로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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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을 찾아보세요.

   막대가 가장 짧은 ( 7월, 1월 )에 강수량이 가장 적어요. 강수량은 37mm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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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사람들의	생활	모습

   봄：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여름：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고, 얇은 옷을 입습니다. 

   가을：논과 밭에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고, 단풍 구경을 갑니다.

   겨울：스키나 썰매를 타러 가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4 쪽 정답 확인

위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막대의 길이가 짧을수록 기온이 높습니다.    ( × )

⑵ 대관령과 제주도 모두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집니다. ( ◯ )

⑶ 대관령과 제주도 모두 여름에 기온이 높고, 겨울에 기온이 낮습니다. ( ◯ )

[2~3]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대관령의 평균 기온> <제주도의 평균 기온>

그래프는 두 지역의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쓰세요.  ( 평균 기온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봄  

⑵ 여름 

⑶ 가을 

⑷ 겨울 

 ㉠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갑니다.

 ㉡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합니다.

계절별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을 쓰세요.

계절별로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져 날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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