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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생활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그림에

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자동차로 여행 중인 엄마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여행은 

즐거워!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낚시 중인 아빠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많이 잡아서 

내다 팔아야지.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역시 휴일에는 

낚시가 최고야. 

축구를 좋아하는 삼촌축구 경기 중인 축구 선수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이번에 잘해서 

꼭 프로 선수가

 될 거야.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 

너무 좋아.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

등산을 해요. 

계곡에서   래프팅을 해요. 

  패러글라이딩을 해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해요.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를 해요. 

숲에서 캠핑을 해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래프팅 : 여러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 나가는 운동입니다.

*패러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더를 메고 높은 산의 절벽 등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나는 운동입니다.

 면담 계획하기  면담 약속 잡기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 조사하기

면담 내용, 면담할 사람, 

조사 기간 등을 계획합니다.

상대방에게 방문 계획을 알리고 

조사 목적을 밝힙니다.

주제에 맞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오선하라고 합니다. 

고장 사람들의 여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박물관에서 

관람을 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를 타요.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면담 결과 정리하기

면담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이용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면담할 때 주의할 점

•예의 바르게 질문하기

•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듣고 정리

하기

• 사진기나 녹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 끝나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면담 진행하기

사진기, 수첩, 녹음기 등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면담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합니다.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 낚시하기, 숲에서 캠핑하기, 바다에서 물놀이하기, 패러글라

이딩하기, 계곡에서 래프팅하기, 등산하기 등이 있습니다. 

   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 공원에서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 타기, 축구하기, 박물관에서 관람하기,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등이 있습니다.

	면담	조사의	순서

‘면담 계획하기 → 면담 약속 잡기 → 면담 진행하기 → 면담 결과 정리하기’의 순서로 조사합

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일컫는 말에 ◯표 하세요.

체육 활동여가 생활생산 활동  봉사 활동 

현서는 모둠 친구들과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에 관해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화

를 읽고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면담을 할 때 

면담 내용을 녹음하자. 

굳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  

주말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 

승우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봤어.

선빈

친구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 모습을 보고,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 구분해 보세요.

지난 여름에

 계곡에서 래프팅을 

했어.

서현

 가족들이랑

 강에서 낚시를 

했어.

시우

⑴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을 한 사람：( )

⑵ 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을 한 사람：( )

현서 세영

안 돼.

왜냐하면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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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여가 생활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그림에

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자동차로 여행 중인 엄마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여행은 

즐거워!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낚시 중인 아빠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많이 잡아서 

내다 팔아야지.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역시 휴일에는 

낚시가 최고야. 

축구를 좋아하는 삼촌축구 경기 중인 축구 선수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이번에 잘해서 

꼭 프로 선수가

 될 거야. 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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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

등산을 해요.    

계곡에서   래프팅을 해요. 

  패러글라이딩을 해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해요.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를 해요. 

숲에서 캠핑을 해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래프팅 : 여러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 나가는 운동입니다.

*패러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더를 메고 높은 산의 절벽 등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나는 운동입니다.

 면담 계획하기  면담 약속 잡기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 조사하기

면담 내용, 면담할 사람, 

조사 기간 등을 계획합니다.

상대방에게 방문 계획을 알리고 

조사 목적을 밝힙니다.

주제에 맞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오선하라고 합니다. 

고장 사람들의 여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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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박물관에서 

관람을 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를 타요.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면담 결과 정리하기

면담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이용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면담할 때 주의할 점

•예의 바르게 질문하기

•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듣고 정리

하기

• 사진기나 녹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 끝나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면담 진행하기

사진기, 수첩, 녹음기 등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면담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합니다.

1 -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27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 낚시하기, 숲에서 캠핑하기, 바다에서 물놀이하기, 패러글라

이딩하기, 계곡에서 래프팅하기, 등산하기 등이 있습니다. 

   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 : 공원에서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 타기, 축구하기, 박물관에서 관람하기,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등이 있습니다.

	 	면담	조사의	순서

‘면담 계획하기 → 면담 약속 잡기 → 면담 진행하기 → 면담 결과 정리하기’의 순서로 조사합

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정답 확인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일컫는 말에 ◯표 하세요.

체육 활동 여가 생활생산 활동  봉사 활동 

현서는 모둠 친구들과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에 관해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화

를 읽고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면담을 할 때 

면담 내용을 녹음하자. 

굳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  

 면담 조사를 할 때 사진기나 녹

음기를 사용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

어야 하기 

주말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 

승우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봤어.

선빈

친구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 모습을 보고,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 구분해 보세요.

지난 여름에

 계곡에서 래프팅을 

했어.

서현

 가족들이랑

 강에서 낚시를 

했어.

시우

⑴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을 한 사람：( 서현, 시우 )

⑵ 인문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을 한 사람：( 승우, 선빈 )

현서 세영

안 돼.

왜냐하면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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