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영이네 가족이 다녀온 곳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10

군청에 갔다가 

도청에 들러 일을 

처리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와요.

고장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와요.

사람들이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해요.

오늘은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고 왔어요.

학교에서 

현장 학습으로 

박물관에 다녀

왔어요.

얼마 전에 

아산시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다양한 중심지

엄마  

아빠 

세영 

세영이 삼촌 



공장

터미널

박물관

마트
도청

지역의 중심지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1탐구력 

지역에는 산업, 행정, 상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기 

위해 도청에 왔어요.

행정의 중심지 

우리 회사에서는 

전자 제품을 

만들어요.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일자리를 제공해요.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들이 있어요. 

중심지마다 모습이 다르고,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지역의 중심지를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산업, 행정, 

상업, 관광 등이 발달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지를 찾아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탐구력 

충청남도의 다양한 중심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

1.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2.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3.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

니다.

어떤 것을

살까?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어요.

상업의 중심지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기차를 타고

이모네 집에 가요.

교통의 중심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관광의 중심지 
직접 보니

너무 좋은 걸!

도청과 교육청 등이 

모여 있는 행정의 

중심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관광의 중심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이 모여 있는 

상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있는 공업의 

중심지

충청남도의 다양한 중심지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으며,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다양한	중심지의	기능	

  산업의 중심지 :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많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행정의 중심지 :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 :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관광의 중심지 :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세영이네 아버지가 다녀오신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쓰세요. ( )

[2~3] 지도는 세영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도청에 들러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네. 도청이 이전했더

라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

지도에 나타낸 세영이네 고장의 중심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쓰세요.

다음은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입니다. 각 중심지의 주요 기능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상업의 중심지 

⑵ 관광의 중심지 

⑶ 행정의 중심지 

⑷ 산업의 중심지 

 ㉠  문화유산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입니다.

 ㉢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합니다. 

 ㉣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고 모입니다.



세영이네 가족이 다녀온 곳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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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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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물건을 

사러 와요.

사람들이 

회사나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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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엄마  

아빠 

세영 

세영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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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터미널

박물관

마트
도청

지역의 중심지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1탐구력 

지역에는 산업, 행정, 상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기 

위해 도청에 왔어요.

행정의 중심지 

우리 회사에서는 

전자 제품을 

만들어요.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일자리를 제공해요.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들이 있어요. 

중심지마다 모습이 다르고,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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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심지를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산업, 행정, 

상업, 관광 등이 발달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지를 찾아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탐구력 

충청남도의 다양한 중심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

1.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2.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3.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

니다.

어떤 것을

살까?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어요.

상업의 중심지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기차를 타고

이모네 집에 가요.

교통의 중심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관광의 중심지 
직접 보니

너무 좋은 걸!

도청과 교육청 등이 

모여 있는 행정의 

중심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관광의 중심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이 모여 있는 

상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있는 공업의 

중심지

충청남도의 다양한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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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으며,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다양한	중심지의	기능	

  산업의 중심지 :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많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행정의 중심지 :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 :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관광의 중심지 :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세영이네 아버지가 다녀오신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쓰세요. ( 홍성군 )

[2~3] 지도는 세영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도청에 들러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네. 도청이 이전했더

라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

지도에 나타낸 세영이네 고장의 중심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쓰세요.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등 

다음은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입니다. 각 중심지의 주요 기능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상업의 중심지 

⑵ 관광의 중심지 

⑶ 행정의 중심지 

⑷ 산업의 중심지 

 ㉠  문화유산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입니다.

 ㉢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합니다. 

 ㉣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고 모입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정답 확인

48 사회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