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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도안(초급) 

1. 학습단원: 대한민국의 상징 

2. 학습목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 이해를 한다. 

3. 학습평가: 학습 참여도 위주로 평가 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에 대한 흥미 유발 

➢ 자기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름, 생김새 등 

10 분 

 

 관련 이미지 

 

전개 

1. 지도에서 한국 찾기 

 

2. 한국을 부르는 이름은 무엇일까?  

➢  대한민국 나라 이름 알기 

 

3. 대한민국 국기 이름 알기 

➢  태극기 

➢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 알기 

➢  태극기 노래 알아보기 

 

4. 대한민국 국가 알아보기 

➢  애국가 들어보기 

 

5. 대한민국 국화 이름 알기 

➢  무궁화 

    5 분 

 

5 분 

 

15 분 

 

10 분 

 

5 분 

• 지도 자료 

 

• 이미지 자료 

 

• PPT 

 

• 음악 자료 

➢  태극기, 애국가 

 

정리 

   대한민국과 태극기, 애국가와 그리고 무궁화 명칭  

   알고 확인하기 

➢  태극기 관련 동요 듣고 불러보기 

➢  무궁화 그려보기 

5분 
   학생자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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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 자료 

❖ 한국의 정식 나라 이름(국호) -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기 -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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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 대한민국 국가 이름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라는 뜻이다. 

애국가 

 
 

❖ 무궁화 - 대한민국의 나라꽃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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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 문제 

1. 한국을 부르는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2. 대한민국 국기 이름은? 태극기 

3.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란 뜻의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 

4. 대한민국 나라꽃 이름은? 무궁화 

 

참고단어 

• 국기 National flag 

• 국가 National anthem 

• 국화 National flower 

자료출처 

• 국가 상징의 의미와 기능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screen.do 

• 태극기와 국가 상징 영문 자료 

file:///C:/Users/user/Downloads/%EB%8C%80%ED%95%9C%EB%AF%BC%EA%B5%AD%20%EA

%B5%AD%EA%B0%80%EC%83%81%EC%A7%95%20%EC%98%81%EB%AC%B8.pdf 

• 대한민국 국가 상징 동영상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

00255&nttId=54722 

• 태극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500&cid=42958&categoryId=42958 

• 태극기의 변천사 

https://www.google.com/search?q=%ED%83%9C%EA%B7%B9%EA%B8%B0%EC%9D%98+%EB%B3%80

%EC%B2%9C%EC%82%AC&tbm=isch&tbo=u&source=univ&sa=X&ved=2ahUKEwiO6P7Xo6rfAhUKrYMK

HaMsDuYQsAR6BAgEEAE&biw=1366&bih=584#imgrc=JCV-_IOa5BY8VM: 

• 태극기(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new_newsletter/2016/03/sub01.html 

• 애국가 악보 http://exyjoon.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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