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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을 바르게 소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은호

남대문은 조선 시대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서원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어.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 준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어.

선빈 유빈



5 · 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

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 주는 5·18 민주

화 운동 기록물들은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박정희는 1972년 유신 헌법을 공포하

여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

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

로 바꾸는 등 독재 정치를 이어갔어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새로운 정부도 너무 무능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선제 :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

* 간선제 :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에

게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 제도* 군사 정변(쿠데타) :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행위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어요. 이를 5·16  
*
군사 정변(1961년)이라고 해요.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민주적이지 않았어.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시민들의 선언문, 증언, 일기, 

기자들의 취재 수첩, 피해자 

보상 자료 등을 말해.



1979년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반대하

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10월 26일 박정희

는 부하에게 살해되었어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일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 

또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노력 했어.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

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 진압을 위

해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어요. 계엄군

의 무차별한 진압에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했어요. 이 사건을 5  ·18 민

주화 운동(1980년)이라고 해요.

박정희가 살해되자 시민들은 민주 사회

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틈을 타 전두

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다시 정변을 

일으켰어요. 

세상이 어수선해.

내가 바로 잡겠어.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 계엄군을 보내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언론까지 통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계엄군 : 국가의 비상사태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

*시민군 :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

민 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

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 나갔어요. 

그러나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어요.

이제

민주 사회가

되겠구나.

가만히 있어!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

   5·16 군사 정변(1961년)을 일으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공포(1972년)하

여 독재 정치를 이어가려고 했다.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던 상황에서 박정희가 살해당하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또 다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5·18 민주화 운동, 1980년)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내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을 탄압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⑴  4·19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정희, 전두환에 의한

( ) 정치가 계속되었다.

⑵  박정희는 1961년 ( )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정권을 잡았다.

⑶  박정희가 부하에게 살해당하자 ( )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다시 정

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생각하여 정부가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까닭을 쓰세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
가 일어남

 
전두환은 광주로 계엄
군을 보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


박정희가 살해당한 후
에도 전두환에 의한 독
재 정치가 계속됨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하였으나 수많
은 사람이 희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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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을 바르게 소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은호, 선빈 )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은호

남대문은 조선 시대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서원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어.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 준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어.

선빈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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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

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 주는 5·18 민주

화 운동 기록물들은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박정희는 1972년 유신 헌법을 공포하

여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

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

로 바꾸는 등 독재 정치를 이어갔어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새로운 정부도 너무 무능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선제 :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

* 간선제 :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에

게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 제도* 군사 정변(쿠데타) :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행위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어요. 이를 5·16  
*
군사 정변(1961년)이라고 해요.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민주적이지 않았어.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시민들의 선언문, 증언, 일기, 

기자들의 취재 수첩, 피해자 

보상 자료 등을 말해.

14 사회 6–1



1979년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반대하

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10월 26일 박정희

는 부하에게 살해되었어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일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 

또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노력 했어.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

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 진압을 위

해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어요. 계엄군

의 무차별한 진압에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했어요. 이 사건을 5  ·18 민

주화 운동(1980년)이라고 해요.

박정희가 살해되자 시민들은 민주 사회

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틈을 타 전두

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다시 정변을 

일으켰어요. 

세상이 어수선해.

내가 바로 잡겠어.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 계엄군을 보내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언론까지 통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계엄군 : 국가의 비상사태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

*시민군 :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

민 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

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 나갔어요. 

그러나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어요.

이제

민주 사회가

되겠구나.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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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

   5·16 군사 정변(1961년)을 일으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공포(1972년)하

여 독재 정치를 이어가려고 했다.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던 상황에서 박정희가 살해당하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또 다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5·18 민주화 운동, 1980년)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내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을 탄압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정답 확인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⑴  4·19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정희, 전두환에 의한  

( 독재 ) 정치가 계속되었다.

⑵  박정희는 1961년 ( 5·16 군사 정변 )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정권을 잡았다.

⑶  박정희가 부하에게 살해당하자 ( 전두환 )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다시 정

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생각하여 정부가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까닭을 쓰세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 

 (  )  (  )  (  )  (  )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
가 일어남

 
전두환은 광주로 계엄
군을 보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


박정희가 살해당한 후
에도 전두환에 의한 독
재 정치가 계속됨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하였으나 수많
은 사람이 희생됨

16 사회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