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민준이는 지금까지 공부한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
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살기 좋아진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의 모습 만들기
❶ 내가 사는 고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내가 사는 고장은 촌락과 도시 중에 어디인가요?

❷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을 살기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❸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❹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의 모습을 여러 가지 준비물을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역할극하기

만화 그리기

신문 만들기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를 표현해 봅시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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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이는 친구들이 표현한 살기 좋은 촌락이나 도시의 모습을 살펴
봤습니다.

군,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뽑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군을 꼽았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군은 한 때 젊은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어 여러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빈집들이 많아져 위험하기도 했다.
이에 군청은 도시에서 군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을 돕고,
문화 시설이나 편의 시설 등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군이 되었다.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를 만들려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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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마무리
짝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놀이 방법
❶ 바둑알(동전이나 지우개), 주사위를 준비합니다.
❷ 출발 칸에 바둑알을 놓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주사위를 던집니다.
❸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바둑알을 이동시킨 후에 해당하는 칸의 문제를 풉니다.
❹ 문제의 답을 맞히면 해당 칸에 남아있고, 맞히지 못하면 이전 칸으로 돌아갑니다.
❺ 도착 칸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촌락은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해 사는 지역이다.

O, X
도시에는 시청, 도청과 같은
공공 기관이 없다.

O, X

농사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농촌이라고 한다.

O, X

촌락에는 교통 혼잡,
주택 부족, 범죄 등의
문제점이 있다.

O, X
어촌에서는 고기잡이,
양식업 등을 한다.

O, X

높은 건물, 산업 단지,
큰 도로 등은
(
)에서 볼 수 있다.

(

)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도로와 버스,
지하철 등이 발달했다.

최근 (
)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촌락의 인구가 늘고 있다.

O, X
산에서 나는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곳을
(
)(이)라고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회사나 공장에 다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주로 산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도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많지 않다.

O, X

O, X

도시에는 촌락보다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 발달했다.

촌락에 사는
어린이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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