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1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단원 정리하기

우리 고장의 환경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의 생김새와 날씨 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만든 

환경을 말합니다. 

땅의 생김새에 따른 생활 모습

공원이나 등산로를 만들

어 이용합니다.

산의 이용

농사를 짓거나, 도로와 

주택 등을 만듭니다.

들의 이용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주변에 공원을 만듭니다.

하천의 이용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

습니다.

바다의 이용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봄

얇은 옷을 입고, 더위를 피

해 해수욕을 즐깁니다.

여름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합니다.

가을

두꺼운 옷을 입고, 눈썰매장

에서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겨울

  바다가 있는 고장의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

거나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 등을 합니다.

  산이 많은 고장의 사람들은 산비탈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도 합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의 사람들은 주로 곡식과 채

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 등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

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여가 생활

  여가 생활이란 일을 하고 난 

후 남는 시간에는 스스로 즐

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이

나 인문 환경을 이용하여 다

양한 여가 생활을 합니다.



고장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을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 나물이나 약초 캐기 ㉡ 농촌 체험 제공하기

㉢ 김이나 미역 기르기 ㉣ 바다에서 물고기 잡기

㉤ 곡식과 채소 재배하기 ㉥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기

⑴  바다가 있는 고장 ( ) ⑵  논과 밭이 있는 고장 ( )

⑶  도시가 발달한 고장 ( ) ⑷  산이 많은 고장 ( )

03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

니다.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박물관, 영화관과 같은 ( ㉡ )

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합니다.

04

그림의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01
㉠ ㉡ ㉢ ㉣ 

⑴  자연환경 ( ) ⑵  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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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2

㉠ 염전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 도로와 주택 등을 만듭니다.  

㉢ 등산로, 스키장 등을 만듭니다.

㉣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면담 조사할 때의 유의점에 관한 대화입니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06

면담을 하기 전에 

㉠ 에 맞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해.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듣고 정리해야 해.

사진기나 녹음기를 사용할 때는

 면담 전에  상대방에게 

㉡ 를 얻어야 해. 

그림은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세요.

05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

져 주변의 산이나 공

원으로 ( ㉠ )

을 갑니다. 

( ㉡ )에는 날

씨가 더워서 사람들

은 얇은 옷을 입고, 

해수욕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농촌에서는 곡

식과 과일을 수확합

니다. 

( ㉢ )에는 날

씨가 추워서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눈

썰매를 탑니다.

면담이 끝나면

㉢ 를

 해야 해.



산이 많은 고장에서 그림과 같이 계단처럼 생긴 논을 만드는 까닭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

세요.

산지 | 비탈진 땅 |  농사  

07

그래프는 대관령과 제주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08

⑴ 두 지역 중에서 여름에 더 더운 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 )

⑵ 두 지역 중에서 겨울에 더 추운 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 )  

⑶ 두 지역 중에서 스키장을 만들기에 더 적절한 곳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스키장을 만들기 적절한 곳：( )

•그렇게 생각한 까닭：

<대관령의 평균 기온>  <제주도의 평균 기온>



06
1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단원 정리하기

 우리 고장의 환경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의 생김새와 날씨 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만든 

환경을 말합니다. 

 땅의 생김새에 따른 생활 모습

공원이나 등산로를 만들

어 이용합니다.

산의 이용

농사를 짓거나, 도로와 

주택 등을 만듭니다.

들의 이용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주변에 공원을 만듭니다.

하천의 이용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

습니다.

바다의 이용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꽃구경을 갑니다. 

봄

얇은 옷을 입고, 더위를 피

해 해수욕을 즐깁니다.

여름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합니다.

가을

두꺼운 옷을 입고, 눈썰매장

에서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겨울

  바다가 있는 고장의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

거나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 등을 합니다.

  산이 많은 고장의 사람들은 산비탈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도 합니다.

  논과 밭이 있는 고장의 사람들은 주로 곡식과 채

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 등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

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여가 생활

  여가 생활이란 일을 하고 난 

후 남는 시간에는 스스로 즐

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이

나 인문 환경을 이용하여 다

양한 여가 생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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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마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을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 나물이나 약초 캐기                ㉡ 농촌 체험 제공하기

㉢ 김이나 미역 기르기                ㉣ 바다에서 물고기 잡기

㉤ 곡식과 채소 재배하기              ㉥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기

⑴  바다가 있는 고장 (  ㉢, ㉣ ) ⑵  논과 밭이 있는 고장 ( ㉡, ㉤ )

⑶  도시가 발달한 고장 ( ㉥ ) ⑷  산이 많은 고장 ( ㉠  )

03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여가 생활 )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합

니다. 사람들은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박물관, 영화관과 같은 ( ㉡ 인문 환경 )

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합니다.

04

그림의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세요. 01
㉠ ㉡ ㉢ ㉣ 

⑴  자연환경 ( ㉡, ㉣ ) ⑵  인문 환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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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2

㉠ 염전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 도로와 주택 등을 만듭니다.  

㉢ 등산로, 스키장 등을 만듭니다.

㉣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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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7 쪽 

면담 조사할 때의 유의점에 관한 대화입니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06

면담을 하기 전에 

㉠ 주제 에 맞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야 해.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듣고 정리해야 해.

사진기나 녹음기를 사용할 때는

 면담 전에  상대방에게 

㉡ 동의 를 얻어야 해. 

그림은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세요.

05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

져 주변의 산이나 공

원으로 ( ㉠ 꽃구경 )

을 갑니다. 

( ㉡ 여름 )에는 날

씨가 더워서 사람들

은 얇은 옷을 입고, 

해수욕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농촌에서는 곡

식과 과일을 수확합

니다. 

( ㉢ 겨울 )에는 날

씨가 추워서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눈

썰매를 탑니다.

면담이 끝나면

㉢ 감사의 인사 를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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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많은 고장에서 그림과 같이 계단처럼 생긴 논을 만드는 까닭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

세요.

산지  |  비탈진 땅  |  농사  

07

 바른 답 확인하기 7 쪽 

정답 확인

 산지가 많아서 비탈진 땅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만

듭니다.   

그래프는 대관령과 제주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08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추워야 하므로 제주도보다 겨

울철 평균 기온이 낮은 대관령이 더 적절합니다.

⑴ 두 지역 중에서 여름에 더 더운 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  제주도  )

⑵ 두 지역 중에서 겨울에 더 추운 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  대관령  )  

⑶ 두 지역 중에서 스키장을 만들기에 더 적절한 곳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스키장을 만들기 적절한 곳：(  대관령  )

    •그렇게 생각한 까닭：

<대관령의 평균 기온>  <제주도의 평균 기온>

32 사회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