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표 하세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도시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당선된 대통령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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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승 회 통 제 투

부 산 만 수 박 정 희

영 경 기 국 민 부 대

광 주 권 회 군 대 통

제 주 도 전 두 환 령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그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어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었어요.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공정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해요.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고 

대통령을 선출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어요.

6·29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었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볼까요?

기호 

1번 

기호 

3번 

기호 

2번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예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해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지방 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지만 5·16 군사 

정변 때 폐지되었어요. 이후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했어요.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주민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어요.

주민이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

행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들은 투

표를 하여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

나게 할 수 있어요.

주민 소환제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1991년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 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치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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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과 지방 자치제의 시행 과정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에 제 13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되었어.

1991

지방 자치제 부활
(지방 의회 선거)

1995

지방 자치제 정착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1987
6월 민주 항쟁

지켜보고 

있어요!



대통령	직선제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지방	자치제와	주민	소환제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지방 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지방 의회 의

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뽑아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제는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주민들

이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민주화 제도를 두 가지 쓰세요.   

( )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쓰세요.

다음 중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②   ③  ④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를 쓰세요. ( )

지방 의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맡은 일을 공정하게 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04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표 하세요. 

 바른 답 확인하기 5 쪽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도시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당선된 대통령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에게 있음

민 주 주 의 유



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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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 간 선 제

선 거 승 회 통 제 투

부 산 만 수 박 정 희

영 경 기



국 민 부 대



광 주 권 회 군 대 통

제 주 도



전 두 환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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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그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어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었어요.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공정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해요.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고 

대통령을 선출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어요.

6·29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었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볼까요?

기호 

1번 

기호 

3번 

기호 

2번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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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예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해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지방 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지만 5·16 군사 

     정변 때 폐지되었어요. 이후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했어요.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주민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어요.

주민이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

행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들은 투

표를 하여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

나게 할 수 있어요.

주민 소환제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1991년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 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치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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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과 지방 자치제의 시행 과정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에 제 13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되었어.

1991

지방 자치제 부활
(지방 의회 선거)

1995

지방 자치제 정착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1987
6월 민주 항쟁

지켜보고 

있어요!

1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23



	 대통령	직선제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지방	자치제와	주민	소환제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지방 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지방 의회 의

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뽑아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제는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주민들

이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바른 답 확인하기 5 쪽 정답 확인

6월 민주 항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민주화 제도를 두 가지 쓰세요.   

 ( 대통령 직선제,  지방 자치제 )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쓰세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하면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다음 중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

①  ②   ③   ④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를 쓰세요. ( 주민 소환제 )

지방 의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맡은 일을 공정하게 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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