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
도시에 사는 민준이네 가족은 촌락에 있는 민들레 마을 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들레 마을 주민들이 민준
이네 가족에게 제철 농산물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이는 민들레
마을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장을 썼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에게
안녕하세요? 지난여름 태풍으로 어려울 때 마을 일
을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할머
니들이 정성을 들여 볕에 말린 나물과 빨갛게 물든 홍시,
가을 땅의 기운을 받은 토란과 고구마, 땅콩을 보냅니다.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닭들이 낳은 달걀도 함께요.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마을을 사랑하며 꾸준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들레 마을 주민들 드림

민들레 마을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 보내 주신 농산물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고구마 맛
탕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요. 보내주신 땅콩을 먹
으니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란국이 이
렇게 구수하고 맛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다
음번 수확 때에는 저도 가서 일손을 돕고 싶어요.
민들레 마을의 친구들과 할머니들이 보고 싶네요. 
민준 올림

민준이네 가족과 민들레 마을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초등사회4-2교과서정본2019년.indb 43

43

2019-05-28 오후 2:12:17

민들레 마을 주민들과 민준이네 가족처럼 촌락과 도시에 사는 사람
들은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면서 상호 의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촌락과 도시가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의존 하는 사례
를 조사해 봅시다.
사례 1
교류하는 모습

매달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의
좋은 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집 근처에서 싸게 구
입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느낀 점

촌락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사례 2
교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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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학교 학생들이 촌락에 있는 한옥으로 다녀온 교육 여행

교류의
좋은 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한옥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전통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느낀 점

촌락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류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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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마무리
촌락과 도시가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경험해 보고 싶
은 교류를 말해 봅시다.

그렇지? 오랜만에
산 중턱에

도시를 벗어나 맑은

있는 야영장은

공기를 마시니

공기가 정말

상쾌하구나.

할아버지, 진료

응, 얼른 가서

잘 받으셨어요?

논과 밭을

오늘 바로 댁으로

살펴봐야 한단다.

돌아가실 거예요?

좋아요.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매년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수확한 신선한 과일
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니
참 좋네요.

아닙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니
보람이 있어요.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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