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주생활 모습 10

깨비는 고장을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빈칸에 과거 깨비네 고장에서 발달한 집의 모

양을 붙이려고 할 때 알맞은 그림을 골라  표 하세요.

우리 고장을 소개해요!

우리 고장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주변의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우리 고장에서 발달했던 집을 소개할게요.

…

땅 위에 터를 돋우어

높은 곳에 지은 집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집

지붕의 끝에서부터 땅까지

내린 우데기를 설치한 집

<과거에 발달한 집의 모양>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눈을 피하기 위해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
너와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집을 지었어요.

터돋움집

비가 와도 집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땅 위에 

터를 돋우어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우데기집

눈이 많이 와도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데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 주택, 단독 주택에서 생활해요.

과거에는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극복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어떠한 집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고장마다 자연환경에 따라 

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너와 : 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얇은 돌조각이나 나뭇조각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표현하기

책자로 만들기 그림으로 그리기 역할극하기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

고장마다 계절과 날씨, 땅의 생김새 등의 

자연환경이 달라 주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바위가 단단하지 않아 잘 파지기 때문에 

속을 파서 집을 지었어요.

동굴집(터키)

사람들은 호수나 강 위에 집을 지어 

더위와 벌레를 피했어요.

수상 가옥(캄보디아)

이즈바(러시아)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지었어.

터키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캄보디아는 날씨가 덥고 

습한 곳이에요. 

러시아는 추운 날씨에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많은 곳이에요.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

⑵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 )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

   여름철에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고장에서는 터돋움집을 지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눈이 많이 와도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데기를 만

들었습니다.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을 지었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

   러시아에서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의 속을 파서 동굴집을 지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집이 발달하였던 고장의 자연환경을 선으로 이으세요.

⑴ 터돋움집 ㉠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

⑵ 우데기집 ㉡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

⑶ 너와집 ㉢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⑴ 나무를 이용하여 지은 통나무집입니다. ( )

⑵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고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⑶ 단단하지 않은 바위의 속을 파서 지은 동굴집입니다. ( )

⑷ 주변 숲에서는 곧게 자란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집에 관한 설명에는 가  , 나  집에 관한 설명에는 나  라고 쓰세요.

가 나 

▲ 동굴집(터키) ▲ 이즈바(러시아)



서로 다른 주생활 모습 10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깨비는 고장을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빈칸에 과거 깨비네 고장에서 발달한 집의 모

양을 붙이려고 할 때 알맞은 그림을 골라  표 하세요.

우리 고장을 소개해요!

우리 고장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주변의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우리 고장에서 발달했던 집을 소개할게요.

…

땅 위에 터를 돋우어

높은 곳에 지은 집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집

지붕의 끝에서부터 땅까지

내린 우데기를 설치한 집

<과거에 발달한 집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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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눈을 피하기 위해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1탐구력 

*
너와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집을 지었어요.

터돋움집

비가 와도 집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땅 위에 

터를 돋우어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우데기집

눈이 많이 와도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데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 주택, 단독 주택에서 생활해요.

과거에는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극복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어떠한 집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고장마다 자연환경에 따라 

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너와 : 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얇은 돌조각이나 나뭇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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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2탐구력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 표현하기

책자로 만들기 그림으로 그리기 역할극하기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

고장마다 계절과 날씨, 땅의 생김새 등의 

자연환경이 달라 주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바위가 단단하지 않아 잘 파지기 때문에 

속을 파서 집을 지었어요.

동굴집(터키)

사람들은 호수나 강 위에 집을 지어 

더위와 벌레를 피했어요.

수상 가옥(캄보디아)

이즈바(러시아)겨울이니 얼음을 
만들어 볼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지었어.

터키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캄보디아는 날씨가 덥고 

습한 곳이에요. 

러시아는 추운 날씨에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많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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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 )

⑵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 ◯ )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

   여름철에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고장에서는 터돋움집을 지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눈이 많이 와도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데기를 만

들었습니다.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나뭇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을 지었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

   러시아에서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의 속을 파서 동굴집을 지었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정답 확인

다음과 같은 집이 발달하였던 고장의 자연환경을 선으로 이으세요.

⑴ 터돋움집   ㉠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

⑵ 우데기집   ㉡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

⑶ 너와집    ㉢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⑴ 나무를 이용하여 지은 통나무집입니다. (  )

⑵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고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⑶ 단단하지 않은 바위의 속을 파서 지은 동굴집입니다. (  )

⑷ 주변 숲에서는 곧게 자란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집에 관한 설명에는 가  , 나  집에 관한 설명에는 나  라고 쓰세요.

가  나  

▲ 동굴집(터키) ▲ 이즈바(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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