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지도를 보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와 소개하고 싶은 장소, 우리 고장의 자랑인 장소를 표

시하세요. 여러 개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

내가 자주 가는 장소

(        ◯        )

내가 소개하고 싶은 장소

(        ☆        )

우리 고장의 자랑인 장소

(        △        )

 바른 답 확인하기 4 쪽 

05



친구가 그린 고장의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1

희망산을 알리고 싶어.

정상까지 올라갈 때 

힘들었지만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야.

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 탑을 그렸어. 

다른 고장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수빈이는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렸어요.

영도는 고장의 유명한 

문화유산을 그렸어요.

사람마다 그린 고장의 모습이 다른 까닭은 경험한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랑 

자주 가는 빵집을 그렸어.

빵 냄새가 너무

 좋아.

나는 시장을 그렸어.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훨씬 더 멋있어 졌어.

장희는 자주 가는 장소인 

빵집을 그렸어요.

지현이는 새롭게 달라진 장소인 

시장을 그렸어요.



같은 장소를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고장에 관한 느낌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장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매일 친

구들과 놀았으면 좋겠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적

이 있어서 놀이터에 갈 때마

다 그때가 생각나. 이제 조

심하면서 놀게 돼.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 

다음에 나랑 놀 때는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자.

고마워. 다른 친구들도 불러

서 술래잡기도 하고 재미있

게 놀자.

집에 없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 적이 있어. 도서관은 조

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

지난주에 숙제를 하려고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했어. 

우리 형은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

  사람마다 경험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장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다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장의 장소를 쓰세요. ( )

예린：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야.

하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

소영：할머니의 병을 낫게 해 준 곳이라 고마워.

친구들이 고장을 떠올리며 그린 고장의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을 쓰세요.

12

준영이의 발표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준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체력 좀 키워라.

산을 싫어한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우리 고장의 

자랑을 싫어할 

수 있어?

지난번에 아빠랑 산을 

등산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준영

예은 산을 자주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 

다음에 한 번 더 

가 본다면 처음보다는 

덜 힘들 거야.

다솜 인규



그림지도를 보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와 소개하고 싶은 장소, 우리 고장의 자랑인 장소를 표

시하세요. 여러 개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

내가 자주 가는 장소

(        ◯        )

내가 소개하고 싶은 장소

(        ☆        )

우리 고장의 자랑인 장소

(        △        )

 바른 답 확인하기 4 쪽 

※   해 보기 활동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장소, 소개하고 

싶은 장소, 고장의 자랑인 장소를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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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린 고장의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1

희망산을 알리고 싶어.

정상까지 올라갈 때 

힘들었지만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야.

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 탑을 그렸어. 

다른 고장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수빈이는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렸어요.

영도는 고장의 유명한 

문화유산을 그렸어요.

사람마다 그린 고장의 모습이 다른 까닭은 경험한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랑 

자주 가는 빵집을 그렸어.

빵 냄새가 너무

 좋아.

나는 시장을 그렸어.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훨씬 더 멋있어 졌어.

장희는 자주 가는 장소인 

빵집을 그렸어요.

지현이는 새롭게 달라진 장소인 

시장을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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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를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고장에 관한 느낌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장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매일 친

구들과 놀았으면 좋겠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적

이 있어서 놀이터에 갈 때마

다 그때가 생각나. 이제 조

심하면서 놀게 돼.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 

다음에 나랑 놀 때는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자.

고마워. 다른 친구들도 불러

서 술래잡기도 하고 재미있

게 놀자.

집에 없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 적이 있어. 도서관은 조

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

지난주에 숙제를 하려고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조사를 했어. 

우리 형은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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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

  사람마다 경험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고장에 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장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다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장의 장소를 쓰세요. ( 병원 )

예린：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야.

하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

소영：할머니의 병을 낫게 해 준 곳이라 고마워.

친구들이 고장을 떠올리며 그린 고장의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을 쓰세요.

12
 서로 경험한 일이 다르고 고장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5 쪽 정답 확인

준영이의 발표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준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다솜 )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체력 좀 키워라.

산을 싫어한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우리 고장의 

자랑을 싫어할 

수 있어?

지난번에 아빠랑 산을 

등산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준영

예은 산을 자주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 

다음에 한 번 더 

가 본다면 처음보다는 

덜 힘들 거야.

다솜 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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