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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독재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

났을지 그림에서 모두 골라  표 하세요. 

6월 민주 항쟁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경찰이 고문하는 모습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모습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신문과 

방송이 있는지 통제하는 모습

경찰 또는 군인이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모습

잘못된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하는 모습



6월 민주 항쟁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여 정부

를 비판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정부는 국민

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어요.

시민들은 박종철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

은 부당한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독재를 막을 수 있

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어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

지 않자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 도중 경찰

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학생 이한열이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실으라는 말입니까?

부패한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비판 기사는

안 됩니다.



6월 민주 항쟁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자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 사건을 6월 

민주 항쟁(1987년)이라고 해요.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한다!

박종철 사망 사건을 숨기던 정부의 

거짓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고문

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어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 사실을 숨

기려다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다!

정부는 박종철 사망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어.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된 후 언론과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의 과도한 탄압과 박종철 사망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6월	민주	항쟁의	의의

6월 민주 항쟁은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전두환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전두환 정부는 신문이나 방송이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통제하였다. ( )

⑵  전두환 정부는 박종철 사망 사건이 드러나자 곧바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 )

⑶  전두환 정부는 민주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시위 진압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

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 결과 정부는 ㉠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

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 ㉠ )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대학생 ( ㉡ )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

아 사망하였다.

그림은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

통령 ( ㉢ )를 요

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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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독재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

났을지 그림에서 모두 골라  표 하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4 쪽 

6월 민주 항쟁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경찰이 고문하는 모습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모습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신문과 

방송이 있는지 통제하는 모습

경찰 또는 군인이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모습

잘못된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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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여 정부

를 비판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정부는 국민

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어요.

시민들은 박종철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

은 부당한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독재를 막을 수 있

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어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

지 않자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 도중 경찰

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학생 이한열이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실으라는 말입니까?

부패한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비판 기사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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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자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 사건을 6월 

민주 항쟁(1987년)이라고 해요.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한다!

박종철 사망 사건을 숨기던 정부의 

거짓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고문

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어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 사실을 숨

기려다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다!

정부는 박종철 사망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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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된 후 언론과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의 과도한 탄압과 박종철 사망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6월	민주	항쟁의	의의

6월 민주 항쟁은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바른 답 확인하기 4 쪽 정답 확인

전두환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전두환 정부는 신문이나 방송이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통제하였다. ( ◯ )

⑵  전두환 정부는 박종철 사망 사건이 드러나자 곧바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 × )

⑶  전두환 정부는 민주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시위 진압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최

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 결과 정부는 ㉠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제 시행, 지역감정 없애기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

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 ㉠ 박종철 )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대학생 ( ㉡ 이한열 )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

아 사망하였다.

그림은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

통령 ( ㉢ 직선제 )를 요

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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