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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국토의 모습을 나타낸 퍼즐입니다. ~에 알맞은 퍼즐 조각을 찾아 기호를 쓰

고, 각 해안 지역의 특징에 ◯표 하세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

㉡

㉢






서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다 , 단조롭다 ).

동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다 , 단조롭다 ).

남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고 , 단조롭고 ) 섬이 ( 많다 , 적다 ).

해안 지역의 특징



해안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1탐구력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도에 나타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살펴보면 

해안선 모습이 다르며, 발달한 지형도 달라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

롭고 길게 뻗은 모래사장

이 펼쳐진 곳이 많아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

이 발달했어요.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

고 불러요.

동해안을 따라 

그리는 건 쉬워. 서해안을 따라 

그리는 건 어려워.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썰물 때 바닷

물이 빠져 나`가면 넓고 평평한 땅

인 갯벌이 드러나요.



사람들은 모래사장과 갯벌 등을 관광 자원

으로 활용하거나 어업, 양식업을 하며 살

아갑니다.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하기 편

리해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해안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2탐구력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해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거나 

갯벌 체험 등을 해요.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해요.

간척을 통해 바다의 일부를 

육지로 만들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하기도 해요.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발달했어요.

동해안은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해수욕장이 발달해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요.



해안	지역의	모습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으며,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해안	지역의	이용

   동해안의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남해안에서는 양식업이 이루어진다.

   서해안의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고, 간척을 통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한다.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여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동해안은 ㉠ 

서해안과 남해안은 ㉡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바닷가의 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 )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 간척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한다.

해안 지역의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넓고 평탄한 땅이 펼쳐져 있어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②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든다.

③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있으며 땅의 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④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 부분으로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나타난다.

친구들이 다녀온 곳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서 어디인지 골라 쓰세요.

( ) ( )

강화도의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한가득 

캤어.

길게 뻗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았어.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에 

다녀 왔어.

( )

⑴ ⑵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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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국토의 모습을 나타낸 퍼즐입니다. ~에 알맞은 퍼즐 조각을 찾아 기호를 쓰

고, 각 해안 지역의 특징에 ◯표 하세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바른 답 확인하기 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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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다 , 단조롭다 ).

동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다 , 단조롭다 ).

남해안 해안선이 ( 복잡하고 , 단조롭고 ) 섬이 ( 많다 , 적다 ).

해안 지역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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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1탐구력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도에 나타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살펴보면 

해안선 모습이 다르며, 발달한 지형도 달라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

롭고 길게 뻗은 모래사장

이 펼쳐진 곳이 많아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

이 발달했어요.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

고 불러요.

동해안을 따라 

그리는 건 쉬워. 서해안을 따라 

그리는 건 어려워.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썰물 때 바닷

물이 빠져 나`가면 넓고 평평한 땅

인 갯벌이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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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모래사장과 갯벌 등을 관광 자원

으로 활용하거나 어업, 양식업을 하며 살

아갑니다.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하기 편

리해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해안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2탐구력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해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거나 

갯벌 체험 등을 해요.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해요.

간척을 통해 바다의 일부를 

육지로 만들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하기도 해요.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김, 조개류 등의 양식업이 발달했어요.

동해안은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해수욕장이 발달해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요.

1 -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35



	 해안	지역의	모습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으며,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해안	지역의	이용

   동해안의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남해안에서는 양식업이 이루어진다.

   서해안의 갯벌에서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고, 간척을 통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한다.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여 항구 도시나 공업 도시가 발달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8 쪽  정답 확인

다음은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동해안은 ㉠ 해안선이 단조롭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바닷가의 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 갯벌 )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 간척해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한다.

해안 지역의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④ )

① 넓고 평탄한 땅이 펼쳐져 있어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②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든다.

③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있으며 땅의 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④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 부분으로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나타난다.

친구들이 다녀온 곳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서 어디인지 골라 쓰세요.

( 동해안 ) ( 남해안 )

강화도의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한가득 

캤어.

길게 뻗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았어.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에 

다녀 왔어.

( 서해안 )

⑴ ⑵ ⑶ 

36 사회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