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4학년

진리반

이름: (

)

♥ 사회 6쪽부터 45쪽까지 함께 읽으면서 괄호 안의 쪽수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
아 정답 칸에 적으세요. 그리고 뒷면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16개를 빙고판에 옮겨 적습니다.

문제
1. 사람들이 사는 곳은 크게 (7쪽)과 (7쪽)으로 나뉩니다.
2. 논이나 밭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
을 기르는 일을 (10쪽)이라고 합니다.
3.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은 (11쪽)이라고 합니다.
4. 산에서 나무를 가꾸엉 베거나 산나물을 캐는 일 등을 (12쪽)이라고 합니
다.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12쪽)이라고 합니다.
5.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12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
라고 합니다.
6. 조사 방법은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 현장 조사하기, (13쪽) 이
용하기, 지역을 소개한 자료 살펴보기가 있습니다.
7.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높은 (16쪽)이 많고, 이동하
는 (16쪽)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16쪽)이 발달했습니다.
8.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16쪽)
라고 합니다.
9. (17쪽)이나 (17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
습니다
10. 여수시는 (18쪽)도시 이며 큰 공장들이 있어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11. 철도, 교통, 해상 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18쪽)광역시이다.
12. 민준이와 친구들은 우선 (23쪽)를 이용하여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 보
기로 했습니다.
13. (

25쪽 ):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14. 촌락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
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26쪽)를 이용하여 (26쪽)문제를 해결하고 (26쪽)도
늘리고 있습니다.
15. (27쪽):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해
요.

정답

16. 시청이나 군청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보다 부족한 문화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촌락에 보충하기 위해 (27쪽)나 (27쪽)을 새롭게 단장
하고 있습니다.
17.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29쪽)합니다.
18.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35
쪽)라고 합니다.
19. 지역마다 (36쪽), (36쪽),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20. 촌락에서는 (39쪽)을 발달시켜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자 노
력합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39쪽)을 활용해 지역 축제를 열어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21. 건물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에서 화분 등을 이용해 상추나 파와 같은
채소를 기르는 것을 (42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 16개를 골라서 빙고를 채워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