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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동체’의 의미를 실현하며 지구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브

라질의 쿠리치바를 비롯해 태국의 푸판·일본의 유후인·방글라데시의 조브라·영국의 가스탕·이탈리아의 볼로

냐·우리나라의 성미산 마을까지. 세계 곳곳 마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이웃과 어깨를 겯고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나라별 정보를 쉽게 풀어 썼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마을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나라와 지역의 역사․사회․정치․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돕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당 마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마을의 제도 중 우리나라가 본받은 것은 무엇

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부록으로 마을 이야기와 관련 있는 초등 교과 과정을 정리해 두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와 연계해서 책

상 밖, 생생한 사회 수업의 재료로 마을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독서활동 목표
Ÿ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지리적 특성이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Ÿ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다.

Ÿ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Ÿ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 우리 마을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우리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2. 다른 마을과 달리 우리 마을에만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각 마을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우리 마을의 

지명과 유래

우리 마을의 위치

우리 마을과 

인접한 다른 마을

우리 마을의 

유명한 장소

우리 마을의 특징



■ 그라민 은행의 설립 계기와 유누스 교수의 활동을 알아봅시다.

    1. 다음은 우리 학교 학생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유누스 교수를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유누스 교수라면 아래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 

      생각해보며 물음에 답해봅시다.  



■ 공정무역마을을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 영국의 브루스 크라우더는 가스탕을 공정무역마을로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공정무역마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공정무역마을이 되려면 아래 다섯가지의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공정무역마을이 되기 위해서 각각의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세상을 바꾼 마을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1. <세계를 바꾸는 착한 마을 이야기> 책에 소개된 일곱 마을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쳤어요. 각각의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2. 책에 소개된 여러 마을들 중 내가 살고싶은 마을은 어느 곳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을 이름 중요하게 여긴 가치

쿠리치바 마을

푸판 마을

유후인 마을

조브라 마을

가스탕 마을

볼로냐 마을

성미산 마을



■ 인터넷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을 구경하고 마을의 소개글을 작성해봅시다.

    1. 구글 지도의 로드뷰 기능을 사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실제 장소를 여행하는 것처럼 

      다른 장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책 속에 소개된 특색있는 마을들의 

      실제 모습을 구경해보고, 기억에 남는 마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2. 인터넷을 통해 구경한 마을의 감상, 인상적인 점, 특징 등을 생각해보며 

       마을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봅시다. 



■ 나만의 특색있는 마을을 디자인해봅시다. 

    1.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해보고, 살고 싶은 마을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봅시다. 

    2. 직접 디자인한 살고 싶은 마을의 특징이 잘 두드러지도록 마을 이름을 붙여봅시다. 

       마을의 이름과 한마디 소개 문구를 담은 마을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디자인한 마을을 소개해봅시다. 



■ 우리 주변에 필요한 협동조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협동조합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도움을 주고 받는 자발적 단체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종류입니다. 이 중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협동조합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COOP/)

https://www.coop.go.kr/COOP/


■ 성미산 마을의 특징과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1.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ungmisan.org/INTRO)를 방문하여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봅시다.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명해보고, 참여하고 싶은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2.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해봅시다. 프로그램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독창적인 이름을 붙이고, 프로그램 설명과 기대효과를 함께 작성해봅시다. 

https://sungmisan.org/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