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➋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

단원 정리하기 11

다양한 위치에서 본 우리 고장의 장소

같은 장소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본 장소의 모습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을수록 우리 

고장의 넓은 면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학교 위에서 본 학교

아래에서 본 학교 앞에서 본 학교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주요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주요 

장소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 사

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디지

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

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백지도에 주요 장소 나타내기



 



인공위성으로 본 우리 고장

지구의 모습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

우리 고장의 

자세한 모습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이웃 고장의 어른들께 직접 여쭤봅니다.

㉡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찾아봅니다.

㉢ 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을 찾아봅니다.

03

[01~ 03]  다음 낱말 카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위치 찾기 기능 확대와 축소 기능 지도 변환 기능길 찾기 기능이동 기능

다음 그림이 표현하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골라 쓰세요.01

( ) ( ) ( ) ( )

가 나 다 라

다음 설명에서 필요한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골라 쓰세요. 

⑴   ⑵   ⑶ 

02

우리 고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 ) ( ) ( )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과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고장의 버스 터미널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한 대화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4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꿔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

 우리 고장의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확대하면

 주변의 모습을 ㉠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국토 지리 정보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05

•

•시장, 백화점, 마트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극장, 공원, 문화 센터



다음은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6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붉은색으로 고장의 경계

가 드러나  ㉠

다음은 인공위성 사진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7

자세히   |  폭넓게
키워드

• 매우 높은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고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일정한 크

기로 보입니다.

•고장을 다양한 크기의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➋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

단원 정리하기 11

 다양한 위치에서 본 우리 고장의 장소

같은 장소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본 장소의 모습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을수록 우리 

고장의 넓은 면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학교 위에서 본 학교

아래에서 본 학교 앞에서 본 학교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주요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주요 

장소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주요 장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백지도를 완성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 사

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디지

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

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백지도에 주요 장소 나타내기



 



인공위성으로 본 우리 고장

지구의 모습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

우리 고장의 

자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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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이웃 고장의 어른들께 직접 여쭤봅니다.

㉡ 우리 고장을 안내하는 책자에서 찾아봅니다.

㉢ 우리 고장의 누리집이나 지역 관광 누리집을 찾아봅니다.

03

[01~ 03]  다음 낱말 카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위치 찾기 기능 확대와 축소 기능 지도 변환 기능길 찾기 기능이동 기능

다음 그림이 표현하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골라 쓰세요.01

( 위치 찾기 기능   ) ( 이동 기능   ) ( 확대와 축소 기능 ) ( 지도 변환 기능 )

가  나  다  라  

다음 설명에서 필요한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골라 쓰세요. 

⑴   ⑵    ⑶ 

02

우리 고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 확대와 축소 기능 ) ( 위치 찾기 기능 ) ( 길 찾기 기능 )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과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고장의 버스 터미널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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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한 대화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4

 바른 답 확인하기 10 쪽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꿔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

 우리 고장의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확대하면

 주변의 모습을 ㉠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국토 지리 정보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05

•

•시장, 백화점, 마트

㉠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극장, 공원, 문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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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10 쪽 

정답 확인

다음은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6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붉은색으로 고장의 경계

가 드러나  ㉠  우리 고장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위성 사진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7

자세히   |  폭넓게
키워드

• 매우 높은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고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일정한 크

기로 보입니다.

•고장을 다양한 크기의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장을 자세히 볼 수도 있고 폭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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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백지도 내려받기

• 국토 지리 정보원의 ‘어린이 지도 여행’ 누리집에 

들어가기 www.ngii.go.kr/child

•‘지도 체험 교실’ 클릭하기

•‘백지도 다운로드’ 클릭하기

  국토 지리 정보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에 관

한 일을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도를 만

들기 위해 항공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여 

지도를 그리고 인쇄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종이 지도보다 많은 정보를 나타

낼 수 있으며, 인터넷 통신 기술과 결합하면 지도 정

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건물이 작

게 나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주요 건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백지도는 작은 건물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곳들을 강

조해서 나타낸 지도입니다.

백지도에는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장소를 표시했을 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

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와 백지도 비교하기

디지털 영상 지도 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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