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강원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경상북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전라남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전라북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우리 지역의 지도로 연상하여 그리기

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충청북도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우리 지역의 지도를 보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시와 같이 지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배경도 함께 그려서 색칠해보세요.

예시(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