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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단원 정리하기

서로 다른 의생활 모습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

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모자를 씁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

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릅니다.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

 사막에서는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두릅니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씁니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고장에서

는 망토와 같은 긴 옷을 걸치고 모자를 씁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옷차림

서로 다른 주생활 모습

  여름철에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고장에서는 터돋움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우데

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나뭇조

각으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고장에 발달한 집 모양

 러시아에서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

나무를 이용하여 이즈바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

은 바위의 속을 파서 동굴집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캄보디아에서는 강 위에 집을 지

어 더위를 피했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집 모양

서로 다른 식생활 모습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서는 열대 과일을 이용

한 음식이 많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에서는 생선이나 해산물

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산지가 있는 고장에서는 소를 키우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음식고장마다 발달한 음식

  고장마다 날씨와 땅 모양과 같은 자연환

경에 맞는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평양냉면(평양), 어리굴젓(서산), 전주비

빔밥(전주), 감자 옹심이(영월), 간고등어 

(안동), 옥돔구이(제주) 등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옛날과 오늘날의 의식주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의생활이란 옷과 같이 우리의 몸에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주생활이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02

다음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옷차림을 설명한 것입니다. ㉠, ㉡에 들어갈 계절을 쓰세요.  

( ㉠ )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햇볕

을 막는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 ㉡ )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

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기도 합니다. 

03

그림과 관계 있는 의식주 생활을 쓰세요.01

( ) ( ) ( )

⑴ ⑵ ⑶ 

그림과 같은 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04

동굴집 터돋움집우데기집

( )

⑴ 

( )

⑶ 

( )

⑵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05

우리 고장은 날씨가 

덥고 습해요. 사람들은

파인애플, 바나나와 같은 

㉠ 을

 많이 먹어요.

우리 고장은 

㉡ 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은 생선,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우리 고장에는

 ㉢ 가 

많아요. 사람들은 젖소를 

많이 키워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만들어 먹어요.

다음은 세계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에 관한 대화입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06

그림에 나타난 고장의 자연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림의 고장은 ㉠  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날씨가 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렇다

면 이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떨까요?

넓은 ㉠ 이 펼쳐져 있어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

날씨가 덥고 햇볕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세계 여러 고장에서 집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

계절과 날씨 | 땅의 생김새 

08

<러시아의 이즈바> <터키의 동굴집>

[07~ 08]  그림은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⑴ 러시아의 이즈바 :

⑵ 터키의 동굴집 :

각 고장의 집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쓰세요.07

그림에 나타난 고장의 의식주 생활 모습은 어떠할지 한 가지만 쓰세요.09

우리 고장은 일 년 내내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려요. 또 우리 

고장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11
2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단원 정리하기

 서로 다른 의생활 모습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

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모자를 씁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

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릅니다.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

  사막에서는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두릅니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씁니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고장에서

는 망토와 같은 긴 옷을 걸치고 모자를 씁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옷차림

 서로 다른 주생활 모습

  여름철에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고장에서는 터돋움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우데

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장에서는 나뭇조

각으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고장에 발달한 집 모양

  러시아에서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

나무를 이용하여 이즈바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

은 바위의 속을 파서 동굴집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캄보디아에서는 강 위에 집을 지

어 더위를 피했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집 모양

 서로 다른 식생활 모습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서는 열대 과일을 이용

한 음식이 많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에서는 생선이나 해산물

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산지가 있는 고장에서는 소를 키우는 낙농업이 

발달하여 치즈를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세계 여러 고장의 음식고장마다 발달한 음식

  고장마다 날씨와 땅 모양과 같은 자연환

경에 맞는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평양냉면(평양), 어리굴젓(서산), 전주비

빔밥(전주), 감자 옹심이(영월), 간고등어 

(안동), 옥돔구이(제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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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옛날과 오늘날의 의식주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의생활이란 옷과 같이 우리의 몸에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주생활이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02

다음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옷차림을 설명한 것입니다. ㉠, ㉡에 들어갈 계절을 쓰세요.  

( ㉠ 여름 )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햇볕

을 막는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 ㉡ 겨울 )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

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기도 합니다. 

03

그림과 관계 있는 의식주 생활을 쓰세요.01

( 식생활 ) ( 주생활 ) ( 의생활 )

⑴ ⑵ ⑶ 

그림과 같은 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04

동굴집 터돋움집우데기집

( 터돋움집 )

⑴ 

( 우데기집 )

⑶ 

( 동굴집 )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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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05

우리 고장은 날씨가 

덥고 습해요. 사람들은

파인애플, 바나나와 같은 

㉠ 열대 과일 을

 많이 먹어요.

우리 고장은 

㉡ 바다 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은 생선,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우리 고장에는

 ㉢ 산지 가 

많아요. 사람들은 젖소를 

많이 키워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만들어 먹어요.

다음은 세계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에 관한 대화입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06

그림에 나타난 고장의 자연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림의 고장은 ㉠ 사막  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날씨가 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렇다

면 이 고장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떨까요?

넓은 ㉠ 사막  이 펼쳐져 있어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 천을 둘렀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덥고 햇볕이 뜨거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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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정답 확인

그림과 같이 세계 여러 고장에서 집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

계절과 날씨  |  땅의 생김새  

08

 고장마다 계절과 날씨, 땅의 생김새 등의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이즈바> <터키의 동굴집>

[07~ 08]  그림은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의 속을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⑴ 러시아의 이즈바 : 

⑵ 터키의 동굴집 : 

각 고장의 집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쓰세요.07

그림에 나타난 고장의 의식주 생활 모습은 어떠할지 한 가지만 쓰세요.09

우리 고장은 일 년 내내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려요. 또 우리 

고장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해산물을 주로 먹습니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짓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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