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을 살펴볼 때 불편한 점을 말한 친구를 찾아 표 하세요.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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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곳에서

 찍다 보니 건물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장을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윤 윤익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벗어나

가 보지 않은 곳을

가 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곳저곳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병훈 영담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1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장소 정하기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백지도에 나타내고 싶은 

주요 장소를 정해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해 선택한 주요 장소의 

위치를 찾아보아요.

고장의 주요 장소를 정하고 선택한 장소들의 위치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본 뒤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요 장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나 그림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해요. 강이나 하천은 파란색으로,

산은 초록색으로 칠하여 

지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백지도에 표시하기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해요.

 백지도 완성하기 

닭갈비 골목은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



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께 직접 여쭤봅니다.

장소 조사하기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어떻게 소개할까요?2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고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

•고장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

•고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

한 의미를 가지는 곳

• 다른 고장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는 곳

자랑할 만한 장소의 특징이

 잘 나타난 사진과 

장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써서 

장소 카드를 만듭니다.

우리 고장의 백지도에 

장소 카드를 덧붙여서 

안내도를 만듭니다.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과 

자랑할 장소의 특징을  

간단한 글로 소개하는  

신문 광고를 만듭니다.

자랑할 만한 장소가 

여러 곳일 때는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소개 자료 만들기

고장의 관광지를

나타낸 관광 안내도와

고장의 특산물을 알 수 있는 

특산물 안내도가 있어요.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는	방법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 주요 장소를 정합니다.

  선택한 주요 장소의 위치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습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합니다.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기

  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찾습니다.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께 직접 여쭤보아도 됩니다.

  장소 카드, 안내도, 신문 광고, 소책자를 만들어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다음 중 백지도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안내도 만들기        ㉡ 인공위성 사진 촬영하기        ㉢ 신문 광고 만들기 

다음 백지도에서 춘천시청의 위치를 보고 알맞은 말에 ◯표 하세요.

• 춘천시청은 강원도청의 ( 위, 아래 )쪽에

있습니다.

• 춘천시청은 춘천 평화 생태 공원의 ( 오른,

왼 )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을 살펴볼 때 불편한 점을 말한 친구를 찾아 표 하세요.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기

10

 바른 답 확인하기 9 쪽 

너무 높은 곳에서

 찍다 보니 건물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장을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윤 윤익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벗어나

가 보지 않은 곳을

가 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곳저곳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병훈 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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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1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기 장소 정하기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백지도에 나타내고 싶은 

주요 장소를 정해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해 선택한 주요 장소의 

위치를 찾아보아요.

고장의 주요 장소를 정하고 선택한 장소들의 위치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본 뒤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요 장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나 그림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해요. 강이나 하천은 파란색으로,

산은 초록색으로 칠하여 

지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백지도에 표시하기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해요.

 백지도 완성하기 

닭갈비 골목은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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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께 직접 여쭤봅니다.

장소 조사하기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어떻게 소개할까요?2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고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

•고장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

•고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

한 의미를 가지는 곳

• 다른 고장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는 곳

자랑할 만한 장소의 특징이

 잘 나타난 사진과 

장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써서 

장소 카드를 만듭니다.

우리 고장의 백지도에 

장소 카드를 덧붙여서 

안내도를 만듭니다.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과 

자랑할 장소의 특징을  

간단한 글로 소개하는  

신문 광고를 만듭니다.

자랑할 만한 장소가 

여러 곳일 때는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소개 자료 만들기

고장의 관광지를

나타낸 관광 안내도와

고장의 특산물을 알 수 있는 

특산물 안내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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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는	방법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 주요 장소를 정합니다.

  선택한 주요 장소의 위치를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습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합니다.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기

   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찾습니다.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께 직접 여쭤보아도 됩니다.

    장소 카드, 안내도, 신문 광고, 소책자를 만들어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다음 중 백지도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고장의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안내도 만들기        ㉡ 인공위성 사진 촬영하기        ㉢ 신문 광고 만들기 

 바른 답 확인하기 9 쪽 정답 확인

다음 백지도에서 춘천시청의 위치를 보고 알맞은 말에 ◯표 하세요.

• 춘천시청은 강원도청의 ( 위, 아래 )쪽에 

있습니다.

• 춘천시청은 춘천 평화 생태 공원의 ( 오른, 

왼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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