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의생활 모습 08

우리나라의 여러 고장으로 여행을 갈 때 계절에 따라 챙겨야 하는 의생활 용품을 구분하여 기

호를 쓰세요.

8월에 여행갈 때 챙겨야 하는 것 12월에 여행갈 때 챙겨야 하는 것

가 

라

나 

마

다

바



계절과 날씨에 따라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사람들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른 옷을 입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옷을 입고 생활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한 옷을 입고 생활해요.

계절마다

다른 옷차림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햇볕

을 가리는 모자를 쓰기도 해요.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옷

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

기도 해요.

같은 계절이라도 고장에 따라 날씨가 달라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지기도 해요.

고장마다

다른 옷차림

부산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더운 날씨 때문에 반소매 옷을 입

어요.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때문에 긴소매 

옷을 입어요.

사람들은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옷차림, 날씨가 추울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한 옷차림을 합니다.



세계 각 고장의

날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생활 모습

세계 여러 고장에서는 고장의 날씨에 따라 다양한 의생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날씨 날씨가 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모래바

람이 불어요.

옷차림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

려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

는 천을 둘러요.

날씨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요.

옷차림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

을 입고,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를 신어요.

사막이 있는 고장 얼음으로 뒤덮인 고장

날씨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내려 습해요.

옷차림 사람들은 얇은 소

재로 만든 바람이 잘 통하

는 옷을 입어요. 햇빛과 더

위를 피하려고 긴 옷을 입

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요.

날씨 낮에는 햇볕이 강

하고, 밤에는 추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요.

옷차림 사람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을 막고 밤

의 추위를 견디려고 망

토와 같은 긴 옷을 걸치

고 모자를 써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높은 산이 있는 고장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날씨가 더울 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모자를 씁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릅니다.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사막이 있는 고장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긴 옷을 입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고장에서는 낮의 햇볕을 막고 밤의 추위를 견디려고 긴 옷을 입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의 옷차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사람들은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써.

사람들은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기도 해.

사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

지훈 선빈 유진

지윤이와 승우네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지윤 : 안녕? 여기는 아직도 더워서 나는 오늘 반소매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녀왔어.

승우 :  그래? 부산은 9월 중순인데도 아직 덥구나. 내가 사는 평창은 이제 아침 저녁

으로 날씨가 서늘해서 나는 긴소매 옷을 입었어.

다음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고장의 의생활 모습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 ( ) ⑵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 )

⑶ 햇볕이 뜨겁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 )

㉠  ㉡      ㉢ 



서로 다른 의생활 모습 08

 바른 답 확인하기 9 쪽 

우리나라의 여러 고장으로 여행을 갈 때 계절에 따라 챙겨야 하는 의생활 용품을 구분하여 기

호를 쓰세요.

, , 

8월에 여행갈 때 챙겨야 하는 것 12월에 여행갈 때 챙겨야 하는 것

, , 

가 

라

나 

마

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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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과 날씨에 따라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사람들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른 옷을 입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옷을 입고 생활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한 옷을 입고 생활해요.

계절마다

다른 옷차림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햇볕

을 가리는 모자를 쓰기도 해요.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옷

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

기도 해요.

같은 계절이라도 고장에 따라 날씨가 달라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지기도 해요.

고장마다

다른 옷차림

부산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더운 날씨 때문에 반소매 옷을 입

어요.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때문에 긴소매 

옷을 입어요.

사람들은 날씨가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옷차림, 날씨가 추울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한 옷차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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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고장의

날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생활 모습

세계 여러 고장에서는 고장의 날씨에 따라 다양한 의생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날씨 날씨가 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모래바

람이 불어요.

옷차림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

려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

는 천을 둘러요.

날씨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요.

옷차림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

을 입고,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를 신어요.

사막이 있는 고장 얼음으로 뒤덮인 고장

날씨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내려 습해요.

옷차림 사람들은 얇은 소

재로 만든 바람이 잘 통하

는 옷을 입어요. 햇빛과 더

위를 피하려고 긴 옷을 입

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요.

날씨 낮에는 햇볕이 강

하고, 밤에는 추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요.

옷차림 사람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을 막고 밤

의 추위를 견디려고 망

토와 같은 긴 옷을 걸치

고 모자를 써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높은 산이 있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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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날씨가 더울 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모자를 씁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릅니다.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사막이 있는 고장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긴 옷을 입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고장에서는 낮의 햇볕을 막고 밤의 추위를 견디려고 긴 옷을 입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9 쪽 정답 확인

날씨가 추울 때의 옷차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선빈 )

사람들은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써.

사람들은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기도 해.

사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

지훈 선빈 유진

지윤이와 승우네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지윤 : 안녕? 여기는 아직도 더워서 나는 오늘 반소매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녀왔어.

승우 :  그래? 부산은 9월 중순인데도 아직 덥구나. 내가 사는 평창은 이제 아침 저녁

으로 날씨가 서늘해서 나는 긴소매 옷을 입었어.

 고장에 따라 날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고장의 의생활 모습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 ( ㉢ ) ⑵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 ㉡ )

⑶ 햇볕이 뜨겁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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