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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초성 퀴즈로 풀어 보세요.

ㅋ ㅍ ㅇ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행되는 일련의 활동 

ㅅ ㅁ  ㅇ ㄷ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찬성의 뜻
으로 서명을 받는 운동 

1 ㅇ  ㅅ ㅇ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
기 위해 혼자 하는 시위 

ㄴ ㄹ  ㅅ ㅌ ㅁ
ㅅ ㅂ ㅅ
( SNS )

공통된 관심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함.

ㅌ ㅍ
자신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을 뽑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투표함.

ㄱ ㅊ ㅎ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
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에 
참석함.

ㅈ ㄷ  ㅎ ㄷ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
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조직한 단체에서 활동함.

ㅅ ㅁ  ㄷ ㅊ  ㅎ ㄷ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에 가입하여 활동함.

 

같이놀기 tip

초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맞추고, 그 사례들을 주변에서 찾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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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초성 퀴즈로 풀어 보세요.

캠페인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행되는 일련의 활동 

서명운동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찬성의 뜻
으로 서명을 받는 운동 

1인 시위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
기 위해 혼자 하는 시위 

누리 소통망 서비스
( SNS )

공통된 관심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함.

투표
자신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을 뽑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투표함.

공청회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
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에 
참석함.

정당 활동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
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조직한 단체에서 활동함.

시민 단체 활동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에 가입하여 활동함.

 

같이놀기 tip

초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맞추고, 그 사례들을 주변에서 찾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