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의 중심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심지에 직접 가서 조사한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11고장의 중심지 답사

은아는 우리 고장에서 오래 사신 어른을 

직접 찾아가 여쭈어보았어요.

서원이는 부모님께 고장의 중심지에 

관해 여쭤본 후 직접 가서 살펴보았어요.

성구는 고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이나 기록물을 찾아보았어요.

연호는 인터넷과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중심지의 위치를 찾아보았어요.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중심지에 

관해 조사해 오세요.
우리 고장의 

중심지 조사 



중심지 답사 과정을 
살펴볼까요?

1탐구력 

중심지를 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답사 계획을 세우

고, 직접 중심지에 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답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답사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합니다.

• 직접 중심지에 가서 계획한 대로 조사하기

• 직접 사진을 찍고, 관계된 사람을 만나 

설문 조사하기

•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보고 

답사 장소 정하기

•중심지에서 답사할 내용과 방법 정하기

• 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 사항 

확인하기

 답사 계획 세우기

 답사하기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해요. 답사를 하면 중심지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

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진 찍기

중심지 모습

살펴보기 

• 보고서를 쓰거나 그림으로 나타내 발표하기 

• 바른 자세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기

• 다른 친구의 발표를 바른 태도로 듣기

우리 고장에는 시장과 

백화점이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답사 보고서 쓰기

•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 답사 주제, 

답사 장소, 답사 날짜, 직접 찍은 사진,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2탐구력 

준비물 주의할 점 

부모님 또는 어른들과 

함께 가야 해요.

사진기 지도

답사를 할 때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해요.

답사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림으로

나타내기 

생각 그물로

정리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중심지에 있는 다양한 건

물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

림으로 나타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붙

여 답사 보고서를 작

성합니다.

답사한 내용을 생각 

그물로 정리하여 보

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먼저 허락을 구해요.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고 

약속을 잡아요.

수첩 필기도구 스케치북 

녹음기 

설문지 



중심지를	답사하는	과정

중심지 답사는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하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답사할	때	주의할	점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과 함께 가며, 항상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다음은 답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답사할 장소에 시간이 될 때 바로 찾아갑니다. ( )

⑵ 부모님께서 시간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다녀옵니다. ( )

⑶ 답사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합니다. ( )

다음은 중심지 답사 과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민희는  고장의  중심지에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시

설과  시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였습니다.

㉠ 답사하기

㉡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중심지 답사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면담을 통해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답사를 할 때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 지도를 이용해 중심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해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고장의 중심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심지에 직접 가서 조사한 사람을 찾아  표 하세요.

11고장의 중심지 답사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은아는 우리 고장에서 오래 사신 어른을 

직접 찾아가 여쭈어보았어요.

서원이는 부모님께 고장의 중심지에 

관해 여쭤본 후 직접 가서 살펴보았어요.

성구는 고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이나 기록물을 찾아보았어요.

연호는 인터넷과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중심지의 위치를 찾아보았어요.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중심지에 

관해 조사해 오세요.
우리 고장의 

중심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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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답사 과정을 
살펴볼까요?

1탐구력 

중심지를 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답사 계획을 세우

고, 직접 중심지에 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답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답사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합니다.

• 직접 중심지에 가서 계획한 대로 조사하기

• 직접 사진을 찍고, 관계된 사람을 만나   

설문 조사하기

•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보고  

답사 장소 정하기

•중심지에서 답사할 내용과 방법 정하기

• 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 사항 

확인하기

 답사 계획 세우기

 답사하기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해요. 답사를 하면 중심지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

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진 찍기

중심지 모습

살펴보기 

• 보고서를 쓰거나 그림으로 나타내 발표하기 

• 바른 자세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기

• 다른 친구의 발표를 바른 태도로 듣기

우리 고장에는 시장과 

백화점이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답사 보고서 쓰기

•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 답사 주제,   

답사 장소, 답사 날짜, 직접 찍은 사진,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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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2탐구력 

준비물 주의할 점 

부모님 또는 어른들과 

함께 가야 해요.

사진기 지도

답사를 할 때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해요.

답사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림으로

나타내기 

생각 그물로

정리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중심지에 있는 다양한 건

물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

림으로 나타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붙

여 답사 보고서를 작

성합니다.

답사한 내용을 생각 

그물로 정리하여 보

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먼저 허락을 구해요.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고 

약속을 잡아요.

수첩 필기도구 스케치북 

녹음기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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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지를	답사하는	과정

중심지 답사는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하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답사할	때	주의할	점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과 함께 가며, 항상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다음은 답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답사할 장소에 시간이 될 때 바로 찾아갑니다.  ( × )

⑵ 부모님께서 시간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다녀옵니다.  ( × )

⑶ 답사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합니다.  ( ◯ )

다음은 중심지 답사 과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민희는  고장의  중심지에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시

설과  시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였습니다.

㉠ 답사하기

㉡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중심지 답사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면담을 통해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답사를 할 때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 지도를 이용해 중심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해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우리 지역 중심지의 실제 모습을 알고,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 중심지 답사를 해야 합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12 쪽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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