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사례로 본 
민주 정치의 원리

다음은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간추린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관을 낱말 카드에서 찾아 쓰세요.

국회 법원 언론정부

 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전통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에 신중

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를 견제했어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법에 따른 규제 조치가 영

업 활동에 손해를 끼친다고  에 소송

을 제기했어요.

 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통 시장 상인

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대형 할인점을 규제

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어요.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 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골목 상권 위기

심각하다!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알아볼까요?

1탐구력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 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로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 정치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봅시다.

전통 시장과 가까운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어요.

그 후 전통 시장을 찾

는 사람들이 눈에 띄

게 줄어들었어요.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어요. 공청회

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전

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해요. 

할인 행사로

북새통이네!

매출액이 절반으로 

감소했어.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상인들이 먹고살기

어렵겠네!

대형 할인점 입점은

전통 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요.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

어요.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견제했어요. 

대정부 질문이란 국회 의원

이 정부에 국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예요.

기업의 영업을 방해해선 

안 돼요. 또한 소비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해요!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국회에서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

요. 이 법으로 지방 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

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란 지역의 일을 처

리하려고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어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손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란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예요.

이런 조치는 우리의 

영업을 힘들게 해요!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사례로	본	민주	정치의	원리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이다.

㉠에서 국회가 한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세요. ( )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 시장의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전통 시장 연합

회는 전통 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 휴무일이 법으로 정해졌다. 

① ② ③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를 견제해요.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습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이 옳다고 판결해요.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국가 기관이 아닌 것을 골라 쓰세요. ( )

정부 법원 언론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쓰세요.



17사례로 본 
민주 정치의 원리

 바른 답 확인하기 20 쪽 

다음은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간추린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기관을 낱말 카드에서 찾아 쓰세요.

국회 법원 언론정부

언 론  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전통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 부  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에 신중

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정 부  를 견제했어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법에 따른 규제 조치가 영

업 활동에 손해를 끼친다고 법 원  에 소송

을 제기했어요.

국 회  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통 시장 상인

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대형 할인점을 규제

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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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진 전통 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골목 상권 위기

심각하다!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알아볼까요?

1탐구력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 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로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 정치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봅시다.

전통 시장과 가까운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어요.

그 후 전통 시장을 찾

는 사람들이 눈에 띄

게 줄어들었어요.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어요. 공청회

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전

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해요. 

할인 행사로

북새통이네!

매출액이 절반으로 

감소했어.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상인들이 먹고살기

어렵겠네!

대형 할인점 입점은

전통 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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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요.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

어요.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견제했어요. 

대정부 질문이란 국회 의원

이 정부에 국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예요.

기업의 영업을 방해해선 

안 돼요. 또한 소비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해요!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국회에서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

요. 이 법으로 지방 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

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란 지역의 일을 처

리하려고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어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손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이란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예요.

이런 조치는 우리의 

영업을 힘들게 해요!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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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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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본	민주	정치의	원리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이다.

 바른 답 확인하기 20 쪽 정답 확인

㉠에서 국회가 한 일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① , ② )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 시장의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전통 시장 연합

회는 전통 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 휴무일이 법으로 정해졌다. 

① ② ③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를 견제해요.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습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이 옳다고 판결해요.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국가 기관이 아닌 것을 골라 쓰세요. ( 언론 )

정부 법원 언론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쓰세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