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은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서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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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

1.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내가 그

리고 싶은 장소 몇 곳을 정합니다.

①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

② 내가 좋아하는 장소

③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④ 새롭게 달라진 장소

2.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학교

나 집, 그 밖에 표현하고 싶은 장소나

길을 그립니다.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소에 관한 설명

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지민이는 잘 알고 있는 장소인

학교와 집을 그렸어요.

학교와

우리 집을 

그려야지!
하은이는 빵집에 ♡를, 

지민이는 학교에  와 

집에 ± 그림을 

그렸구나.

하은이는 항상 맛있는 빵 냄새가 나서

좋아하는 장소인 빵집을 그렸어요.

항상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빵집을

 그려 볼까?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정이나 행동

의 이모티콘, 색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

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새롭게 달라진 장소 등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를 중심으로 고장의 모

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윤우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도서관과 경찰서를 그렸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서관과 경찰서를 

그릴래.

현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주민센터와

공사가 끝나 새롭게 달라진 시장을 그렸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주민센터와 시장을 

그려야겠어!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릴 때 주의할 점

고장에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립니다.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닌 실제 장소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을 그립니다.

 학교나 집을 포함해 그립니다.

친구가 그린 고장의 모습과 내가 그린 

고장의 모습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장소 몇 곳을 정합니다.

   잘 알고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새롭게 달라진 장소 등 

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고장에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리고, 학교나 집을 포함해서 그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알맞은 방법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학교, 집을 포함해서 그립니다.

㉡ 고장에 있는 실제 장소를 그립니다.

㉢ 길이나 자연은 그리지 않고 건물만 그립니다.

㉣ 고장에 새로 생기길 바라는 장소를 상상해서 그립니다.

철민이가 그린 장소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린 것인지 골라 번호를 쓰세요. ( )

① 내가 좋아하는 장소

② 새롭게 달라진 장소

③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

④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친구들과 
공원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철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그리고 싶은 장소를 그려 보고, 그 까닭과 장소에 관한 생각이

나 느낌을 쓰세요.

⑴ 그리고 싶은 장소와 까닭

⑵ 생각이나 느낌



그림은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서 완성하세요.

고장의 모습 
그리기

03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빵집 문방구

도서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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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

1.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내가 그

리고 싶은 장소 몇 곳을 정합니다.

  ①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

  ② 내가 좋아하는 장소

  ③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④ 새롭게 달라진 장소

2.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학교

나 집, 그 밖에 표현하고 싶은 장소나 

길을 그립니다.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소에 관한 설명

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지민이는 잘 알고 있는 장소인

학교와 집을 그렸어요.

학교와

우리 집을 

그려야지!
하은이는 빵집에 ♡를, 

지민이는 학교에  와 

집에 ± 그림을 

그렸구나.

하은이는 항상 맛있는 빵 냄새가 나서

좋아하는 장소인 빵집을 그렸어요.

항상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빵집을

 그려 볼까?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정이나 행동

의 이모티콘, 색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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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

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새롭게 달라진 장소 등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를 중심으로 고장의 모

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윤우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도서관과 경찰서를 그렸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서관과 경찰서를 

그릴래.

현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주민센터와

공사가 끝나 새롭게 달라진 시장을 그렸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주민센터와 시장을 

그려야겠어!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릴 때 주의할 점

고장에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립니다.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닌 실제 장소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을 그립니다.

 학교나 집을 포함해 그립니다.

친구가 그린 고장의 모습과 내가 그린 

고장의 모습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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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장소 몇 곳을 정합니다.

   잘 알고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새롭게 달라진 장소 등 

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고장에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리고, 학교나 집을 포함해서 그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알맞은 방법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학교, 집을 포함해서 그립니다.

㉡ 고장에 있는 실제 장소를 그립니다.

㉢ 길이나 자연은 그리지 않고 건물만 그립니다.

㉣ 고장에 새로 생기길 바라는 장소를 상상해서 그립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정답 확인

철민이가 그린 장소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린 것인지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④ )

① 내가 좋아하는 장소

② 새롭게 달라진 장소

③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

④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친구들과 
공원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철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그리고 싶은 장소를 그려 보고, 그 까닭과 장소에 관한 생각이

나 느낌을 쓰세요.

⑴ 그리고 싶은 장소와 까닭

 놀이터,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⑵ 생각이나 느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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