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에이, 그거 정치인들이 하는 일 아냐? 

많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정치에 대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란, 돈, 명

예, 권력, 지위 등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가치들

을 나눌까? 현대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통해 이 가치들을 배분한다. 정치는 정치인들

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정치이고, 정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책은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 준다. 

내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정치

김경락 글 | 이민혜 그림 | 96쪽

 5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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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본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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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정치는 가치를 나누는 것이라는데,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미식 정치 체제와 유럽식 정

치 체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나누는 삼권 분립 제

도와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권 분립 제도와 간접 민주주의의 특징과 단점은 무

엇인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유 평등



( 독전 활동 )

집회용 촛불을 만들어 보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정치 제도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종종 집회를 

연다. 특히 평화롭게 진행되는 촛불집회는 한국식 집회의 상징이 되었다. 구하기 쉽고 방법도 간단한 집회용 촛불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led 손전등(약 2천 원), 종이컵, 얇은 반투명 비닐, 고무 밴드 1개

 비닐로 led 손전등의 램프 부분을 감싼다. 이때 비닐 끝이 램프보다 10센티미터 정도 길게 나오

도록 한다.

 램프를 감싼 비닐 아랫부분을 고무 밴드로 묶어 고정시킨다. 

 종이컵 밑바닥에 led 손전등을 끼울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종이컵 아래로 led 손전등 손잡이가 나오도록 led 손전등을 끼운다.

 불을 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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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최초로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한 도시 국가이다.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자.

  4·19 혁명은 196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4·19 혁명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마무

리 되었는지 알아보자.

  2017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복

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기본권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정치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과거에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정부에서 임명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선출

한다. 이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부른다. 지방 자치 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치는 국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국제 정치라고 부른

다. 우리가 국제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백성  민 옳을 의주인 주 주인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