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후보를 

뽑겠다는 친구

014 · 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

전교 회장 선거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내가 맛있는 간식 

많이 사 줄게. 

꼭 뽑아 줘.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 주며 

뽑아 달라고 하는 후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결석한 친구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친구

오늘 은아가 

결석했으니까 내가 대신 

투표해야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

우리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뽑아야지.

◯◯◯  △△△



대통령 자리는 

내 거야!

3·15 부정 선거는 왜 
일어났을까요?

1탐구력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은 헌법을 바꿔 가며 계속 대통령을 했어 

요.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

활은 어려워졌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이어가던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에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

기려고 부정 선거를 계획했어요. 

정부통령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

을 함께 뽑는 선거를 말해요.

돈을 받았으니 이승만 

정부에 투표해야지.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 없애거나 

정상적으로 투표한 투표함을 

조작된 투표함으로 

바꿨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해.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치를 이어가려고 

3월 15일 부정 선거를 계획했습니다. 

3·15 부정 선거는 4·19 혁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돈

이나 물건 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

에 투표하도록 했어요. 또 조작된 투표

용지를 넣어 투표함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겼어

요. 이를 3·15 부정 선거라고 해요.



4·19 혁명의 의의

4 · 19 혁명을 살펴볼까요?2탐구력 

3·15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위

가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마산에서 고등학

생 김주열이 죽은 채로 발견되자 시민과 학

생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어요.

이승만 정부는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국

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 선거는 무효가 되었어요.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전국 시위로 

확대되었어요. 1960년 4월 19일 전국

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

여했어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짓밟힌 민주

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서

자 대학교수들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했어요.

4·19 혁명으로 잘못된 정권을 국민 스스로 바로잡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자!이번 정권은 

무효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민주주의를 지키

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4·19	혁명의	과정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했다.

  3·15 부정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4·19	혁명의	의의

   잘못된 정권을 국민 스스로 바로잡은 역사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3·15 부정 선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 계획한 부정 선거이다. ( )

⑵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하였다. ( )

⑶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산되었다. ( )

4·19 혁명이 국민에게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쓰세요.

그림의 사건을 4·19 혁명의 진행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 )  ( )  ( )  ( )

  마산에서 3·15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시

위가 일어남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함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

에서 물러남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

이 시위에 참여함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후보를 

뽑겠다는 친구

014 · 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

전교 회장 선거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내가 맛있는 간식 

많이 사 줄게. 

꼭 뽑아 줘.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 주며 

뽑아 달라고 하는 후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결석한 친구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친구

오늘 은아가 

결석했으니까 내가 대신 

투표해야지.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

우리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뽑아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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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의 의의

4 · 19 혁명을 살펴볼까요?2탐구력 

3·15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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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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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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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혁명의	과정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했다.

   3·15 부정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4·19	혁명의	의의

   잘못된 정권을 국민 스스로 바로잡은 역사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바른 답 확인하기 2 쪽 정답 확인

3·15 부정 선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 계획한 부정 선거이다. ( ◯ )

⑵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하였다. ( ◯ )

⑶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산되었다. ( × )

4·19 혁명이 국민에게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쓰세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잘못된 

정권은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등

그림의 사건을 4·19 혁명의 진행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  )  (  )  (  )  (  )

  마산에서 3·15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시

위가 일어남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함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

에서 물러남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

이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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