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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상황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강제로 시키는 일만 할 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스스로 참여해요.

우리 시민의 

요구 사항이 

대토론회 안건으로 

올라왔군.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투표할 수 없어요.

다른 후보를 

뽑고 싶은데…….
1번을 뽑으시죠.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국민 주권이란 무엇일까요?1탐구력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주권이란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주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즉,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헌법에 국민 주권을 

명시하여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해요.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한 노력을 알아볼까요?2탐구력 

우리나라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정치 발전을 이끌어 냈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해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요.

국회

정부 법원



국민	주권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헌법에서는 국민 주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으로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한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 )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는 뜻이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쓰세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까닭을 쓰세요.

6월 민주 항쟁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⑵ 

국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국민 주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 ) ( )( )

⑴ ⑶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야. 

대통령만이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

국민 주권은 

어른에게만 있어. 

우리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주권이 없어.



12국민 주권의 의미

 바른 답 확인하기 15 쪽 

다음 그림에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상황을 모두 찾아  표 하세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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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강제로 시키는 일만 할 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스스로 참여해요.

우리 시민의 

요구 사항이 

대토론회 안건으로 

올라왔군.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투표할 수 없어요.

다른 후보를 

뽑고 싶은데…….
1번을 뽑으시죠.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국민 주권이란 무엇일까요?1탐구력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주권이란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주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즉,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예요.

헌법에 국민 주권을 

명시하여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해요.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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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한 노력을 알아볼까요?2탐구력 

우리나라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정치 발전을 이끌어 냈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해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요.

국회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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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권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헌법에서는 국민 주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으로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15 쪽 정답 확인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국민 주권 )

( )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는 뜻이다.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쓰세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등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까닭을 쓰세요.

6월 민주 항쟁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⑵ 

국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국민 주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 × ) ( × )( ◯ )

⑴ ⑶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야. 

대통령만이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

국민 주권은 

어른에게만 있어. 

우리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주권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