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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깨비네 고장에서 주로 나는 재료를 이용하여 차린 밥상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깨비네 

고장을 찾아  표 하세요. 

바다가 있는 고장 산지가 많은 고장들이 넓게 펼쳐진 고장

조개

생선

미역

새우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아요.

평양냉면 메밀로 냉면의 면발을 

만들어 먹어요.

전주비빔밥 맛 좋은 쌀과 채소를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요.

평양은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쌀농사보다 메밀, 감자 등을 

키우는 밭농사를 많이 해요.

전주는 주변의 넓은 

들과 산에서 쌀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맛이 좋아요.

고장의 땅 모양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 굴과 같은 해산물로 

젓갈을 담가 먹어요.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는

굴이 잘 자라요.

평양

영월

서산
안동

전주

제주

평양

서산

전주



세계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감자 옹심이 감자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옥돔구이 근처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옥돔을 구워서 먹어요.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

덥고 습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

바다에서 생선이나 해산물이 많이 잡혀 

이를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산지가 있는 고장

산지에서 소를 키우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영월은 산지가 많아 

밭농사를 주로 해요. 

특히 날씨가 서늘하여

감자를 많이 심어요.

간고등어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 먹어요.

안동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생선을 운반하는 동안 

쉽게 상해요.

제주도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기잡이를 많이 해요.

영월

안동

제주



각 고장에서 발달한 음식을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감자 옹심이어리굴젓평양냉면 간고등어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

고장의 땅 모양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서는 열대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에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산지가 있는 고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그림의 음식이 발달한 고장의 자연환경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② 주변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③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④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 해산물을 구하기 쉽습니다.

( ) ( ) ( )

⑴
평양은 날씨가 서늘하고 비

가 많이 내리지 않아 메밀

을 많이 재배합니다.

⑵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는 굴

이 잘 자랍니다.

⑶
영월은 산지가 많아 밭농사

를 주로 지으며, 특히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고장마다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그림과 같은 고장에서 발달한 음식을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가지 골라 ○표 하세요.

우리 고장은

일 년 내내 날씨가 

덥고 습해.

빵

파인애플

생선 초밥

치즈

냉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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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10 쪽 

그림은 깨비네 고장에서 주로 나는 재료를 이용하여 차린 밥상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깨비네 

고장을 찾아  표 하세요. 

바다가 있는 고장 산지가 많은 고장들이 넓게 펼쳐진 고장

조개

생선

미역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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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아요.

평양냉면 메밀로 냉면의 면발을 

만들어 먹어요.

전주비빔밥 맛 좋은 쌀과 채소를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요.

평양은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쌀농사보다 메밀, 감자 등을 

키우는 밭농사를 많이 해요.

전주는 주변의 넓은 

들과 산에서 쌀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맛이 좋아요.

고장의 땅 모양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 굴과 같은 해산물로 

젓갈을 담가 먹어요.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는

굴이 잘 자라요.

평양

영월

서산
안동

전주

제주

평양

서산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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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감자 옹심이 감자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옥돔구이 근처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옥돔을 구워서 먹어요.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

덥고 습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

바다에서 생선이나 해산물이 많이 잡혀 

이를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산지가 있는 고장

산지에서 소를 키우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아요.

영월은 산지가 많아 

밭농사를 주로 해요. 

특히 날씨가 서늘하여

감자를 많이 심어요.

간고등어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 먹어요.

안동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생선을 운반하는 동안 

쉽게 상해요.

제주도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기잡이를 많이 해요.

영월

안동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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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장에서 발달한 음식을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감자 옹심이어리굴젓평양냉면 간고등어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

고장의 땅 모양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식생활	모습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서는 열대 과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에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산지가 있는 고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10 쪽 정답 확인

그림의 음식이 발달한 고장의 자연환경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② )

①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② 주변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③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④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 해산물을 구하기 쉽습니다.

( 평양냉면 ) ( 어리굴젓   ) ( 감자 옹심이 )

⑴
평양은 날씨가 서늘하고 비

가 많이 내리지 않아 메밀

을 많이 재배합니다.

⑵

서산 근처 바닷가에서는 굴

이 잘 자랍니다.

⑶
영월은 산지가 많아 밭농사

를 주로 지으며, 특히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고장마다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이 다른 까닭을 쓰세요.

 고장마다 땅 모양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은 고장에서 발달한 음식을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가지 골라 ○표 하세요.

우리 고장은

일 년 내내 날씨가 

덥고 습해. 

빵

파인애플

생선 초밥

치즈

냉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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