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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인권의 기초
“참정권”
학습주제

선거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및 투표권 연령인하관련 토론

차시구성

1차시

관련 단원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 읽기

해당교과
성취기준

[10영03-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2-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학습목표

영어
양성 평등에 관한 지문을 읽고 세부정보를 파악한다.
인성/인권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투표 연령 인하에 관한 이슈에 대해 토의해 본다.

수업의도

참정권의 중요성를 알고, 사회적 이슈가 된 투표권 인하에 관한 기사를 읽고 토론 후, 자신의 생각

(수업의미)

을 에세이로 쓸 수 있다.

해당 차시 관련 인권의 정의
‘참정권’은 국민이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
권 및 기본권이다. 출처: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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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생 활동지1

학습단계
수업의 흐름

7분

도입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투표장면?’ 동영상보고 생각해보기

학생 활동지2

15분

PPT, worksheet

20분

전개1
Reading in Detail
-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글 읽기
- 새로운 어휘 익히기
- 글의 세부사항 파악하기

전개2
Post Reading Activity
- 주제에 관해 찬·반 토의하기
- 에세이 쓰기
학생 활동지3

8분

정리
주제에 관한 에세이를 중심으로 발표해보기, 댓글 달기

사전준비

학습지 좌석배치, 벽보 토론, 준비물 등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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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영어)

Contents

Political Rights

Ⅰ. Introduction
Ⅱ. Development 1
Development 2
Ⅲ. Consolidation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Political Rights ?

Introduction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Political Rights are

Let’s watch
Video -clip, first

의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종류: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권리등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18세 선거권, 청소년에게 듣는다.’
ebs 뉴스(2018. 4. 3)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 권리 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96개국 중 143개의 국가에서는 선거연
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 만 19세
* 출처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86347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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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What do you of
Youth Suffrage(vote)?

Development 1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objectives
Topic: Political Rights

1. Ss are able to understand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text.
2. Ss ar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about the topic.
3. Ss are able to write their opinion about the topic.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political Rights
Definition
the rights that involve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r administration of a government and are usually held to entitle the adult citizen to exercise
of the franchise, the holding of public office, and other political activities. An election is a formal group decision-making process by which a population chooses an individual to hold public office.

Let’s read the
news article

Youths call for National Assembly to Lower Voting Age to 18

By Yonhap

Published : Apr 19, 2018
A coalition of student councils rallied Thursday to urge lawmakers to pass a bill to lower the voting age to 18 from the current 19 within this month as the
country marked the 58th anniversary of a 1960 pro-democracy civil uprising that led to the ousting of South Korea’s first President Rhee Syngman.
Participating in the rally at a national cemetery in northern Seoul, where 199 people killed in the uprising are buried,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ians said in a statement, “High school students took the lead in the April 19 Revolution and were instrumental in overthrowing the dictatorship of the
Rhee government.”
They urged that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is needed for youths to take part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Thursday’s rally came as South Korea is
gearing up for the June 13 local elections, where mayors, governors, education superintendents and leaders of local councils will be chosen.
“Youth suffrage is a basic right that is needed right now. We want parliament to ensure youth suffrage so that we can inherit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they
said. Since March 22, the group has staged a protest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essure lawmakers to approve the bill.
The 1960 civil revolt was prompted by public anger over vote rigg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by the Rhee government. A series of nationwide student protests culminated on April 19, 1960, with hundreds of demonstrators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police.
The uprising ultimately forced Rhee to step down after 12 years in office. Rhee was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which was founded in 1948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s 1910-45 colonial rule. (Yonhap)

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build p vocabulary
ㆍA coalition of student councils
학생연합회
ㆍrally 집회를 열다
ㆍurge ~ to~에게 ~를 촉구하다
ㆍlawmaker 입법자
ㆍpass a bill 법안을 통과시키다
ㆍpro-democracy civil uprising
4.19민주항쟁
ㆍousting 적출
ㆍnational cemetery 국립 현충원
ㆍcollegians 대학생
ㆍdictatorship 독재정부

ㆍlowering of the voting age
투표연령인하

Comprehension check up

ㆍgear up for ~를 위한 준비를 하다
ㆍYouth suffrage 청소년 참정권
ㆍinherit 이어받다
ㆍcivil revolt 시민봉기
ㆍrig 조작하다
ㆍculminated 끝이 나다

※ Answer the questions based on the passage.(Group-check)
1. What is April 19 Revolution ?
2. What happened after April 19 Revolution, 1960?

ㆍclash 충돌하다
ㆍforce ~ to ~에게 ~하게 하다
ㆍliberation 해방

인권의 기초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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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영어)

참정권(영어)

그룹의 입장을 정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writing for discussion)

Group ________ , Members:
Topic

“Lowering voting age to 18” Do you agree?

(Group OPINION) We (don’t) thin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evelopment 2
Discussion Topic:
“Lowering voting age to 18”
Do you agree?

Reasons
1.
2.
3.
Persuasive Writing (Essay)
STEP

INTRODUCTION
(OPINION)

BODY
(REASONS+EVIDENCE)

EXAMPLE

We think
________
________________.

First,
To begin with
In the first place

Second,

In addition
Also
Moreover
Furthermore

In conclusion,

참정권(영어)

Third
therefore
Last but not least
Therefore
In summary
To sum up

참정권(영어)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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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표현)
(I) think that
(I) agree that,
(I) fully support that

First af all,

Finally,

CONCLUSION

Possible Expressions

is better than

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영어

Consolidation
Personal Ess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