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04

고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양해요.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해요. 

아니에요. 산이 많은 고장이나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해요. 

제주도의 해녀분들처럼요. 

농사를 짓는 것은 땅이 편평한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농사는 넓은 들이 있는 고장에서만 이루어져요.

다음 중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고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1탐구력 

5

바다가 있는 고장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해요.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해요.

배나 물고기 잡는 기구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을 해요.

주변에 바다가 있고,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나타나요.

산이 많은 고장

산비탈에 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거나, 

논을 만들어 벼를 재배해요. 

목장에서 소나 양을 키워요.

버섯을 기르거나 약초와 나물을 캐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산비탈을 

이용해 스키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도 해요.

산과 울창한 숲이 있고,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요.

비탈진

땅을 활용한

계단처럼

생긴 논



고장마다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

논과 밭에서 곡식과 채소 등을 재배해요.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해요.

관광객에게 농촌 체험을 제공해요.

농기계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해요.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하천이 있어요.

도시가 발달한 고장

 많은 시설을 비롯한 인문 환경이 있어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회사에서 일해요.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일을 해요.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팔아요.

들이 펼쳐진 곳에는 도시가

 발달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요.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바다가 있는 고장：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식당이나 

숙박 시설 운영 등의 일을 합니다.

   산이 많은 고장：산비탈의 밭과 논에서 채소와 벼를 재배하거나, 목장에서 소나 양을 키웁

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스키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곡식과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농촌 체험을 

제공하는 일,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일 등을 합니다.

   도시가 발달한 고장：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회사에서 일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

는 일,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파는 일 등을 합니다.

2번에서와 같이 고장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2~3] 다음 낱말 카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친구들이 사는 고장은 어디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 ) ( ) ( )

논과 밭이 있는 고장산이 많은 고장바다가 있는 고장 도시가 발달한 고장

⑴ 우리 고장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해.

⑵ 우리 고장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⑶ 우리 고장 사람들은

최근에 생긴 스키장 

주변에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해.

그림의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② 논과 밭에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③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④ 버섯을 기르기도 하고 약초와 나물을 캡니다.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04

 바른 답 확인하기 5 쪽 

고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양해요.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해요. 

아니에요. 산이 많은 고장이나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해요. 

제주도의 해녀분들처럼요. 

농사를 짓는 것은 땅이 편평한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농사는 넓은 들이 있는 고장에서만 이루어져요.

다음 중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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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1탐구력 

5

바다가 있는 고장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해요.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해요.

배나 물고기 잡는 기구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을 해요.

주변에 바다가 있고,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나타나요.

산이 많은 고장

산비탈에 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거나, 

논을 만들어 벼를 재배해요. 

목장에서 소나 양을 키워요.

버섯을 기르거나 약초와 나물을 캐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산비탈을 

이용해 스키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도 해요.

산과 울창한 숲이 있고,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요.

비탈진

땅을 활용한

계단처럼

생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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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마다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

논과 밭에서 곡식과 채소 등을 재배해요.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해요.

관광객에게 농촌 체험을 제공해요.

농기계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해요.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하천이 있어요.

도시가 발달한 고장

 많은 시설을 비롯한 인문 환경이 있어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회사에서 일해요.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일을 해요.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팔아요.

들이 펼쳐진 곳에는 도시가

 발달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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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바다가 있는 고장：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식당이나 

숙박 시설 운영 등의 일을 합니다.

   산이 많은 고장：산비탈의 밭과 논에서 채소와 벼를 재배하거나, 목장에서 소나 양을 키웁

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스키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곡식과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농촌 체험을 

제공하는 일,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일 등을 합니다.

   도시가 발달한 고장：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회사에서 일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

는 일,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파는 일 등을 합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5 쪽 정답 확인

2번에서와 같이 고장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고장마다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3] 다음 낱말 카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친구들이 사는 고장은 어디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 도시가 발달한 고장 ) (  바다가 있는 고장 ) ( 산이 많은 고장 )

논과 밭이 있는 고장산이 많은 고장바다가 있는 고장 도시가 발달한 고장

⑴ 우리 고장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해.

⑵ 우리 고장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⑶ 우리 고장 사람들은

최근에 생긴 스키장 

주변에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해.

그림의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 ② )

①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② 논과 밭에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③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④ 버섯을 기르기도 하고 약초와 나물을 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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