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송연이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

한 바람직한 참여 방법을 말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송연이와 친구들은 이번 토요일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 장터를 구경할 생각에 기

대가 컸다. 하지만 주말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에 

알뜰 장터가 취소되자 크게 실망하였다. 송연이와 

친구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당과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하였다.

시청 누리집에 강당을 

지어 달라는 글을 올려 보자.

송연

관공서에서 이미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기다려 보자.

서현

지역 주민들에게 

강당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 활동을 해 보는 건 어때?

단호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탐구력 

6월 민주 항쟁 이전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

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

했어요.

오늘날 시민들은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서

명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대규모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서명 운동

시민들은 촛불 집회와 같이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대규모 집회예요.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에 관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해요.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요.

대규모 
집회

캠페인

정보 
통신망의 

이용



2명 이상이 모여 시위하는 

집회와는 다르게 혼자서 

하는 시위예요.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 문제와 정책에 찬성 및 반대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그 의견에 동의

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요.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공청회에 

참석해요.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1인 
시위

선거와 
투표

정당 
활동

서명 
운동

시민 
단체

공청회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오늘날 시민들은 캠페인 활동, 서명 운동, 선거나 투표 참여, 시민 단체 가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

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한다.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캠페인 ㉡ 폭력 시위 ㉢ 정당 활동

㉣ 군사 정변 ㉤ 투표 참여 ㉥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제시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캠페인1인 시위

그림은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 중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낱말 카드에서 찾아 쓰세요.

⑴ ⑵ ⑶ ⑷ 

( ) ( ) ( ) ( )

다음은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와 같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함

과거에는 주로 
㉠ 를 

통해 이루어짐

6월 
민주 항쟁



05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송연이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

한 바람직한 참여 방법을 말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서현 )

송연이와 친구들은 이번 토요일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 장터를 구경할 생각에 기

대가 컸다. 하지만 주말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에 

알뜰 장터가 취소되자 크게 실망하였다. 송연이와 

친구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당과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하였다.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시청 누리집에 강당을 

지어 달라는 글을 올려 보자.

송연

관공서에서 이미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기다려 보자.

서현

지역 주민들에게 

강당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 활동을 해 보는 건 어때?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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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탐구력 

6월 민주 항쟁 이전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

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

했어요.

오늘날 시민들은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서

명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대규모 집회

캠페인 1인 시위

서명 운동

시민들은 촛불 집회와 같이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대규모 집회예요.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에 관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해요.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요.

대규모 
집회

캠페인

정보 
통신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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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모여 시위하는 

집회와는 다르게 혼자서 

하는 시위예요.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 문제와 정책에 찬성 및 반대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그 의견에 동의

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요.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공청회에 

참석해요.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1인 
시위

선거와 
투표

정당 
활동

서명 
운동

시민 
단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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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오늘날 시민들은 캠페인 활동, 서명 운동, 선거나 투표 참여, 시민 단체 가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

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정답 확인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

㉠ 캠페인 ㉡ 폭력 시위 ㉢ 정당 활동

㉣ 군사 정변 ㉤ 투표 참여 ㉥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제시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캠페인1인 시위

그림은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 중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낱말 카드에서 찾아 쓰세요.

⑴ ⑵ ⑶ ⑷ 

( 캠페인 ) ( 대규모 집회 ) ( 서명 운동 ) ( 1인 시위 )

다음은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와 같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함

과거에는 주로 
㉠ 대규모 집회 를 

통해 이루어짐

6월 
민주 항쟁

캠페인 활동, 서명 운동, 1인 시위 등

28 사회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