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다음 신문에 나타난 도시 문제는 무엇인가요?
20△△년 △△월 △△일

신문

  시 쓰레기 대란 ‘위기’ ... 쓰레기 매립장 넘쳐
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
기는 하루에 수백 톤에 달한다. 현재 들어
오는 양으로 볼 때 내년 5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
게 된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시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의 인구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차가
너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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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로
머리가 아파.

범죄 문제로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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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촌락 인구
약 423만 명

촌락 인구

도시 인구
(단위: %)

1970년

50

1980년

31

1990년
2000년

50

2015년

69

18

82

12

88

2010년 9

91

2015년 8

92

도시 인구
약 4,730만 명

[출처: 국토교통부, 2017]

[출처: 국토교통부, 2017]

촌락과 도시의 인구

촌락과 도시의 인구 구성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
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살펴봅시다.

개인의 노력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

공공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배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합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합니다.

이
 밖에 어떤 도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봅시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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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봅
시다.

시 구 △△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불법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피해 학교
에 갑니다. 골목에 설치된 볼록 거울(반사경)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기도 어
렵습니다. 차들이 학교 앞 작은 도로를 씽씽 달려 위험하지만, 과속 방지 턱은 낮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
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을 안전 지도를 만들었습
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한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했습니
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안전 지도와 편지를 받아 본 구청장님은 직접 △△ 초등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
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➊ △△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꼈나요?
➋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나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를 찾아보고 직접 실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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