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요.

사람마다 가치와 의견이 다를 수 있

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

여 갈등을 해결해요.

09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모습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세영이네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

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시청에서 지역 주

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

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

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 의회 의원이 참석하

는 주민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

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의견 차이

를 좁혀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여 나의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해요.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탐구력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보와 타협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의견만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 가야 해요.
다수결의 원칙

사람들끼리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해요.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을 
알아볼까요?

2탐구력 

대화와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의

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울 땐 좀 더 많은 사

람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결정해요.

이럴 때 사용해요

주의해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

칙을 사용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다수결로 결정되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대통령과 국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회장 선

거와 학급 회의 과정에서도 다수결

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학급 회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거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좋아요
이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세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소수의 의견

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 )

⑵ 문제 상황에 관해 서로 양보하며 의논한다. ( )

⑶ 대화와 타협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한다. ( )

⑷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야 한다. ( )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쓰세요.

가장 매운 맛으로 

먹자! 난 매운 음식 

못 먹는데 ....

우리 오늘은 

매운 떡볶이 

먹자!

좋아!

민주적 의사 결정 모습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승아와 승우

㉡ 싸워서 이긴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하려는 이현과 시현

㉢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 가는 선빈과 선하

㉣ 다수결로 정한 방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고은이와 친구들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요.

사람마다 가치와 의견이 다를 수 있

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

여 갈등을 해결해요.

09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모습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세영이네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

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시청에서 지역 주

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

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

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 의회 의원이 참석하

는 주민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

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의견 차이

를 좁혀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여 나의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해요.

1 -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41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탐구력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보와 타협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의견만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 가야 해요.
다수결의 원칙

사람들끼리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해요.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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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을 
알아볼까요?

2탐구력 

대화와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의

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울 땐 좀 더 많은 사

람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결정해요.

이럴 때 사용해요

주의해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

칙을 사용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다수결로 결정되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대통령과 국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회장 선

거와 학급 회의 과정에서도 다수결

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학급 회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거

다수결의 원칙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좋아요
이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세요.

1 -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43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소수의 의견

을 존중해야 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11 쪽 정답 확인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 ◯ )

⑵ 문제 상황에 관해 서로 양보하며 의논한다. ( ◯ )

⑶ 대화와 타협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한다. ( ◯ )

⑷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야 한다. ( × )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쓰세요.

가장 매운 맛으로 

먹자! 난 매운 음식 

못 먹는데 ....

우리 오늘은 

매운 떡볶이 

먹자!

좋아!

민주적 의사 결정 모습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승아와 승우

㉡ 싸워서 이긴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하려는 이현과 시현

㉢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 가는 선빈과 선하

㉣ 다수결로 정한 방법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고은이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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