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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말판놀이하기

    월    일    요일

       반       번

이름

 

   

 짝과 함께 말판 놀이를 하며 우리 고장에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장소와 관련된 경험
을 이야기해 보세요.

 

① 짝과 상의하여 말판의 (     )안에 들어갈 우리 고장의 장소를 써 넣습니다.
② 주사위를 던져 숫자가 나온 만큼 말을 옮기고, 해당하는 칸의 문제를 풉니다.

 

출발
1. 우리 고장의 
( )에 
대한 나의 느낌은? 

2.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 
또는 마트는?

3. 가족과 놀러 가 본 
우리 고장의 장소는?

4. 우리 고장 그리기
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린 장소는? 

5. 우리 고장 만세 
3번 외치기

10.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9. 우리 고장에 있는 
산이나 바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8. 우리 가족이 많이 
가는 외식 장소는?

7. 아쉽네요. 
3번으로 가세요.

6.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우리 고장의 
장소는?

11. 가족들과 놀러
가기 좋은 우리 고장의 
장소를 추천하세요.

12. 야호! 
19번으로 가세요.

13. ‘우리 고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4. 짝과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기면 
제자리에, 지면 9번
으로 가세요.

15.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학교를 모두 
말하세요.

16. 우리 고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는?

17. 친구에게 추천
하고 싶은 우리 고
장의 맛집은?

22. 우리 고장에 있는 
도서관은?

21. 다른 고장의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자랑해 보세요.

20. 우리 고장에서 
친구들과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19. 우리 고장의 
( )에 
대한 나의 느낌은? 

18. 우리 고장의 
유명한 문화유산은? 

23. 아쉽습니다.
18번으로 가세요.

24. 우리 고장의 
( )에 
대한 나의 느낌은? 

25. 우리 고장에 
생기면 좋을 것 같은 
것은?

26.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고장의 문구점은?

27. 내가 자주 가는 
우리 고장의 공공 
기관을 말해 보세요.

도착

활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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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과 함께 말판 놀이를 하며 우리 고장에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장소와 관련된 경험
을 이야기해 보세요.

 

① 짝과 상의하여 말판의 (     )안에 들어갈 우리 고장의 장소를 써 넣습니다.
② 주사위를 던져 숫자가 나온 만큼 말을 옮기고, 해당하는 칸의 문제를 풉니다.

 

출발
1. 우리 고장의 
( ○○ 마트 )에 
대한 나의 느낌은? 

2.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 
또는 마트는?

3. 가족과 놀러 가 본 
우리 고장의 장소는?

4. 우리 고장 그리기
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린 장소는? 

5. 우리 고장 만세 
3번 외치기

10.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9. 우리 고장에 있는 
산이나 바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8. 우리 가족이 많이 
가는 외식 장소는?

7. 아쉽네요. 
3번으로 가세요.

6.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우리 고장의 
장소는?

11. 가족들과 놀러
가기 좋은 우리 고장의 
장소를 추천하세요.

12. 야호! 
19번으로 가세요.

13. ‘우리 고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4. 짝과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기면 
제자리에, 지면 9번
으로 가세요.

15.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학교를 모두 
말하세요.

16. 우리 고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는?

17. 친구에게 추천
하고 싶은 우리 고
장의 맛집은?

22. 우리 고장에 있는 
도서관은?

21. 다른 고장의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자랑해 보세요.

20. 우리 고장에서 
친구들과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19. 우리 고장의 
( ○○ 문화 센터 )에 
대한 나의 느낌은? 

18. 우리 고장의 
유명한 문화유산은? 

23. 아쉽습니다.
18번으로 가세요.

24. 우리 고장의 

( ○○ 해수욕장 )에 
대한 나의 느낌은? 

25. 우리 고장에 
생기면 좋을 것 같은 
것은?

26.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고장의 문구점은?

27. 내가 자주 가는 
우리 고장의 공공 
기관을 말해 보세요.

도착

활동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