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2 우리 지역의 중심지

단원 정리하기

중심지란 사람들이 어

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중심지에는 터미널, 시

장 등 사람들이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

한 것을 구하거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중심지에 갑니다.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상점과 건물이 모여 있

어 복잡합니다.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다양한 중심지의 특징

  중심지에는 산업의 중심지, 행정의 중

심지, 상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등

이 있습니다.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중심지를 보면 지역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중심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

에서 일하려고 사람들이 모

이는 곳

행정의

중심지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

를 처리하려고 모이는 곳

상업의

중심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

거나 팔려고 모이는 곳

관광의

중심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심지 답사 과정

  답사 계획 세우기 답사 장소와 날짜, 조

사 내용, 조사 방법, 준비물 등을 정합니다.

  답사하기 중심지에 직접 가서 중심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핍니다.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중심지를 답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합니다.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조사 내용을 정리

한 뒤 답사한 결과를 발표 자료로 만듭니다.



중심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 버스 터미널 등의 시설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 공공 기관이나 시장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 지역에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은 한 곳만 있습니다.

02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고장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심지를 쓰세요.03
⑴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모입니다.

⑵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 모입니다.

( )의 중심지 ( )의 중심지

고장의 중심지 답사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 )

04

㉠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친구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중심지에 있는 시설을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군청 병원 은행 시장 

⑴   ⑵   ⑶ 

  ( )  ( )  ( )

01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을

다쳤어.

과일을

사러 가요.

용돈을

저금하러 

가요.



다음은 고장의 중심지를 찾는 방법에 관한 대화입니다. ㉠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05

다음은 중심지에 관한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06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도와 위성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며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습니다.

고장의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을 

떠올려 봅니다.

버스 터미널, 시장 등이 밀집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지역의 중심지에는 산업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등 다양한 중심지가 있어.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들과 함께 답사 계획을 

세워야 해.

맞아, 그런 곳이 바로 고장의 중심지야. 중심지란 

㉠  을 뜻해.



그림과 같이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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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에서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다음은 중심지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08

   중심지의 모습

중심지 :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 복잡합니다.

중심지가 아닌 곳 : ㉠ 

   다양한 중심지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 



12
2 우리 지역의 중심지

단원 정리하기

중심지란 사람들이 어

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중심지에는 터미널, 시

장 등 사람들이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

한 것을 구하거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중심지에 갑니다.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상점과 건물이 모여 있

어 복잡합니다.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다양한 중심지의 특징

  중심지에는 산업의 중심지, 행정의 중

심지, 상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등

이 있습니다.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중심지를 보면 지역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중심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산업의

중심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

에서 일하려고 사람들이 모

이는 곳

행정의

중심지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

를 처리하려고 모이는 곳

상업의

중심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

거나 팔려고 모이는 곳

관광의

중심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심지 답사 과정

  답사 계획 세우기 답사 장소와 날짜, 조

사 내용, 조사 방법, 준비물 등을 정합니다.

  답사하기 중심지에 직접 가서 중심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핍니다.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중심지를 답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합니다.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조사 내용을 정리

한 뒤 답사한 결과를 발표 자료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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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 버스 터미널 등의 시설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 공공 기관이나 시장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 지역에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은 한 곳만 있습니다.

02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고장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심지를 쓰세요.03
⑴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모입니다.

⑵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 모입니다.

( 상업 )의 중심지 ( 행정 )의 중심지

고장의 중심지 답사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 ) → ( ㉣ )

04

㉠  답사 계획 

세우기
㉡  답사한 결과 

정리하기
㉢ 답사하기 ㉣ 답사한 내용 

발표하기

친구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중심지에 있는 시설을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군청 병원 은행 시장 

⑴   ⑵     ⑶ 

  ( 병원 )  ( 은행 )  ( 시장 )

01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을

다쳤어.

과일을

사러 가요.

용돈을

저금하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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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장의 중심지를 찾는 방법에 관한 대화입니다. ㉠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05

다음은 중심지에 관한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06

 바른 답 확인하기 13 쪽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도와 위성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며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습니다.

고장의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녀온 경험 을 

떠올려 봅니다.

버스 터미널, 시장 등이 밀집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지역의 중심지에는 산업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등 다양한 중심지가 있어.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들과 함께 답사 계획을 

세워야 해.

맞아, 그런 곳이 바로 고장의 중심지야. 중심지란 

㉠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  을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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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고장의 중심지를 답사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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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답사할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과 함께 갑니다, 답사를 할 때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등

 바른 답 확인하기 13 쪽 

정답 확인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에서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다음은 중심지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08

   중심지의 모습

 중심지 :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 복잡합니다.

 중심지가 아닌 곳 : ㉠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다양한 중심지 

 지역에는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  중심지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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