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에 관해 잘못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 ×표 하세요.

이곳에 

흐르는 강 이름은

금강이야. 

세계 문화

유산인 공산성이 

있네.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2개야. 

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어촌인 

것 같아. 

09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 살펴보기

은비
동연

인규 소연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보아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주요 장소는 여러 장소 중에서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주요 장소에 해당하는 곳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이 

주요 장소입니다.

시장, 백화점, 마트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주요 장소입니다.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은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극장, 공원, 문화 센터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모둠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같은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요.

 주제 정하기



모둠 친구들과 각자 찾아본 내용을 비교하며 

찾은 장소가 주요 장소인지 

이야기하며 정리해요.

정리한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칠판에 써요.

 정리하고 발표하기

주요 장소 살펴보기

1.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여 춘천의 주요 장소

를 찾아보세요.

•주제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

•내가 찾은 장소

남춘천역

•친구가 찾은 장소

춘천역, 춘천 버스 터미널

2.   다른 장소를 찾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주요

장소를 정리해 보세요.

•자연과 관련 있는 곳

북한강, 소양강, 의암호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

춘천 향교, 춘천 닭갈비 골목

•물건을 사고파는 곳

춘천 명동

3.   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쓰세요.

•우리 고장의 이곳저곳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벗어나 가 보지 않은 곳

을 가 본 것 같습니다.

• 우리 고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장소의	뜻

주요 장소는 여러 장소 중에서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

모둠별로 주제 정하기 →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 모둠 친구들과 각자 찾아본 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다음 주요 장소에 해당하는 곳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주요 장소의 뜻을 쓰세요.

⑴ ⑵ ⑶ ⑷

( ) ( ) ( ) ( )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

㉢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 ㉣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

가 

모둠별로
주제를 정합니다.

다

찾아본 주요 장소를
비교하면서
정리합니다.

나 

정리한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라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세요.

( ) → ( ) → ( ) → ( )



지도에 관해 잘못 말한 친구를 모두 골라 ×표 하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8 쪽 

이곳에 

흐르는 강 이름은

금강이야. 

세계 문화

유산인 공산성이 

있네.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2개야. 

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어촌인 

것 같아. 

09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 살펴보기

은비
동연 ×

인규 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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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보아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주요 장소는 여러 장소 중에서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주요 장소에 해당하는 곳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이 

주요 장소입니다.

시장, 백화점, 마트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주요 장소입니다.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은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극장, 공원, 문화 센터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모둠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같은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요.

 주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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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친구들과 각자 찾아본 내용을 비교하며 

찾은 장소가 주요 장소인지 

이야기하며 정리해요.

정리한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칠판에 써요.

 정리하고 발표하기

주요 장소 살펴보기

1.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여 춘천의 주요 장소

를 찾아보세요.

  •주제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

  •내가 찾은 장소

남춘천역

  •친구가 찾은 장소

춘천역, 춘천 버스 터미널

2.   다른 장소를 찾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주요 

장소를 정리해 보세요.

  •자연과 관련 있는 곳

북한강, 소양강, 의암호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

춘천 향교, 춘천 닭갈비 골목

  •물건을 사고파는 곳

춘천 명동

3.   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쓰세요.

   •우리 고장의 이곳저곳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벗어나 가 보지 않은 곳

을 가 본 것 같습니다.

   •  우리 고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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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소의	뜻

주요 장소는 여러 장소 중에서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

모둠별로 주제 정하기 →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 모둠 친구들과 각자 찾아본 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다음 주요 장소에 해당하는 곳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주요 장소의 뜻을 쓰세요.

 여러 장소 중에서 눈에 잘 띄거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8 쪽 정답 확인

⑴ ⑵ ⑶ ⑷

( ㉡ ) ( ㉣ ) ( ㉢ ) ( ㉠ )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 문화유산이나 유명한 관광지

㉢ 다른 고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 ㉣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

가  

모둠별로
주제를 정합니다.

다  

찾아본 주요 장소를
비교하면서
정리합니다.

나  

정리한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라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장소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주요 장소를 찾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세요.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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