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다음 네 컷 만화를 보고 백성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까닭을 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골라  

표 하세요.

결국 백성은 먹고살기 어려워졌어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루이 14세는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 갔어요.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어요. 

또한 그는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어요.

모두 내가 만든 법에 따르라.

아빠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다 

다치셔서 먹고살기 더 

어려워졌어.

짐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

왕이 전쟁에서 

여러 번 졌기 때문이야.

누구도 왕의 결정을 

말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야.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할까요?1탐구력 1탐구력 

권력 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요.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은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판을 

요구해요. 3   
정부의 예산과 지출을 

감독해요. 1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해요. 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요. 4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해요.

법원(사법부)정부(행정부)

국회(입법부)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정부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4   

정부에서 하는 일이 법에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요.



정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삼권 분립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국정 감사를 해요. 국정 감사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가 국민을 대

신해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1  국회, 국정 감사 시작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

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논의해요. 헌법 제53

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어요.

2  청와대, 법률안 거부권 검토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

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는 세 후

보자와 청문회를 한 후 본 회의에서 투표로 찬반

을 결정해요.

△△ 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이 헌법을 위반하

지 않는지 결정해 달라고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어요.

3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4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 

감시할 거야.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지.

정부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법원은 국회에게 

대법원장 임명을 

동의받아야 해.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

   권력 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권력 분립을 통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

데, 이를 ( )이라고 한다.

다음은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각각 어떤 사례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임명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국정 감사법률 위헌 제청

⑴ ⑵ 

( )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 )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의 일을 여러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권력 분립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
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  국가의 일에 관한 잘못된 결
정을 바로잡기 어렵다.

㉢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16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바른 답 확인하기 19 쪽 

다음 네 컷 만화를 보고 백성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까닭을 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골라  

표 하세요.

결국 백성은 먹고살기 어려워졌어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루이 14세는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 갔어요.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어요. 

또한 그는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어요.

모두 내가 만든 법에 따르라.

아빠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다 

다치셔서 먹고살기 더 

어려워졌어.

짐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

왕이 전쟁에서 

여러 번 졌기 때문이야.

누구도 왕의 결정을 

말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야.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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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은 왜 필요할까요?1탐구력 1탐구력 

권력 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요.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은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판을 

요구해요. 3   
정부의 예산과 지출을 

감독해요. 1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해요. 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요. 4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해요.

법원(사법부)정부(행정부)

국회(입법부)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정부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4   

정부에서 하는 일이 법에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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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삼권 분립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국정 감사를 해요. 국정 감사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가 국민을 대

신해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1  국회, 국정 감사 시작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

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논의해요. 헌법 제53

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어요.

2  청와대, 법률안 거부권 검토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

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는 세 후

보자와 청문회를 한 후 본 회의에서 투표로 찬반

을 결정해요.

△△ 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이 헌법을 위반하

지 않는지 결정해 달라고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어요.

3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4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 

감시할 거야.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지.

정부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

법원은 국회에게 

대법원장 임명을 

동의받아야 해.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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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

   권력 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권력 분립을 통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 답 확인하기 19 쪽 정답 확인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삼권 분립 )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

데, 이를 ( )이라고 한다.

다음은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각각 어떤 사례인지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임명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국정 감사법률 위헌 제청

⑴           ⑵ 

( 국정 감사 )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의 일을 여러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등

권력 분립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
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  국가의 일에 관한 잘못된 결
정을 바로잡기 어렵다.

㉢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