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은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의 이름을 쓰세요.

고장의 장소 
알림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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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은 어떻게 만들까요?

 친구들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떠올려 봅니다.

더운 여름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을 발표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장소 카드를 만듭니다.

장소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장의 여러 장소에 관한 사진이나

경험 자료를 찾아보면 좋아요.

일기장이나 사진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장소 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장소 이름, 장소 모습(사진이나 그림),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이 

들어가면 좋아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수영반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수영장

사람들이 다른 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곳입니다.

기차역

친구들과 놀이 기구를 타고

술래잡기도 하며

재미있게 노는 곳입니다.

놀이터

다양한 물건이 많은 곳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입니다.

시장

나도 놀이터가 

재밌어! 우리 생각이 

비슷하구나!

우리 고장에

기차역이 있구나!

모르는 장소였는데

이제 알았어!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에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장소 카드를 붙입니다.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사진으로 찍으면 장소의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	만들기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드는 순서는 친구들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떠올리기 →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 발표하기 → 우리 고장의 장소 카드 만들기 → 

장소 알림판에 장소 카드 붙이기입니다.

   장소 카드를 만들 때는 장소의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고 이름, 설명, 느낌을 씁니다.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사진으로 찍으면 장소의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소 카드에 담긴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장소 이름      

㉡ 장소의 위치   

㉢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세요. 

( ) → ( ) → ( ) → ( )

장소 알림판에 

장소 카드 붙이기

장소 

떠올리기

장소 카드 

만들기

장소에 관한

경험 말하기

가 나 다 라

다음 대화를 읽고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 ) 

지난 주말에 엄마랑 (   )에 다녀왔습니다.

(       )에는 왜 다녀왔니?

네.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날이어서 
마중을 갔어요. 직접 가 보니 매우 넓고 기차도 많이 보였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그림은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의 이름을 쓰세요.

고장의 장소 
알림판 만들기

02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시장 수영장

경찰서 기차역

영화관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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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은 어떻게 만들까요?

 친구들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떠올려 봅니다.

더운 여름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을 발표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장소 카드를 만듭니다.

장소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장의 여러 장소에 관한 사진이나

경험 자료를 찾아보면 좋아요.

일기장이나 사진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장소 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장소 이름, 장소 모습(사진이나 그림),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이 

들어가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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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수영반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수영장

사람들이 다른 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곳입니다.

기차역

친구들과 놀이 기구를 타고

술래잡기도 하며

재미있게 노는 곳입니다.

놀이터

다양한 물건이 많은 곳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입니다.

시장

나도 놀이터가 

재밌어! 우리 생각이 

비슷하구나!

우리 고장에

기차역이 있구나!

모르는 장소였는데

이제 알았어!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에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장소 카드를 붙입니다.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사진으로 찍으면 장소의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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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	만들기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드는 순서는 친구들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떠올리기 →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 발표하기 → 우리 고장의 장소 카드 만들기 → 

장소 알림판에 장소 카드 붙이기입니다.

   장소 카드를 만들 때는 장소의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고 이름, 설명, 느낌을 씁니다.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사진으로 찍으면 장소의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정답 확인

장소 카드에 담긴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장소 이름      

㉡ 장소의 위치   

㉢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세요. 

(  ) → (  ) → (  ) → (  )

장소 알림판에 

장소 카드 붙이기

장소 

떠올리기

장소 카드 

만들기

장소에 관한

경험 말하기

가  나  다  라  

다음 대화를 읽고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 기차역 ) 

지난 주말에 엄마랑 (          )에 다녀왔습니다.

(       )에는 왜 다녀왔니?

네.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날이어서 
마중을 갔어요. 직접 가 보니 매우 넓고 기차도 많이 보였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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