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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도안(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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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징에 대한 질문과 흥미 유발 

Ø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10 분 

 

• 관련 이미지 

• 영상 자료 

전개 

1. 한국의 공식적인 이름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기  

Ø 대한민국 

 

2.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기 

Ø 간단한 역사, 모양과 의미 

Ø 태극기의 변천 

 

3. 국가인 애국가에 대해 알아보기 

Ø 의미와 역사 

 

4.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기 

Ø 의미와 간단한 역사 

 

   5 분 

 

   15 분 

 

10 분 

 

   10 분 

 

 

 

• 동영상(PPT) 

 

 

• 태극기 

 

 

• 애국가 악보 

 

 

• 무궁화 

Ø 사진 또는 색칠 자료  

 

 

정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Ø 한국의 공식 이름, 애국가와 무궁화  

Ø  확인 문제 풀기 

10분 
        학생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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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 자료 

v 국가 상징 

1. 의미 - 국가 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2. 국가 상징의 기능 

국가 상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 상징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 상징의 종류 

세계의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국가·국화 등을 국가 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나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다. 

 

v 대한민국 국호(나라 이름)와 변천사 

1. 한국의 공식적인 이름 - 대한민국 

2. 유래와 변천사 

1) 대한제국 Daehanjeguk (Great Korean Empire: 1897-1910) 

고종황제는 1897 년 10 월 13일 반조문(頒詔文)을 통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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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1919 – 1948) 

대한이라는 국호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919 년 

4 월 11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 1 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으로 정하고 1919 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 조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3) 대한민국 Daehanminguk (The Republic of Korea: 1948 - )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 년 7월 17 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 

전문과 제 1 조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명시하고 있다. 

 

v 태극기 - 대한민국 국기  

1. 유래와 역사 

1) 1876 년 일본의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국기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3)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 1883년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다. 

5)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 통일 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6) 1948 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 년 「국기 제작법 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다. 

7) 2007 년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국기를 관리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1921) 대한민국정부수립 경축식 태극기(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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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극기의 모양과 의미 

1)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2)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3)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3. 한국에서 태극기 다는 날 – 국경일 및 기념일 

3 월 1 일(3·1절), 6월 6 일(현충일), 7월 17 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 월 1일(국군의 

날), 10 월 3일(개천절), 10 월 9 일(한글날) 

4. 국기에 대한 맹세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revised on July 27, 2007)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I, standing before the noble Taegeukgi, solemnly pledge allegi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to its glory, liberty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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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극기의 변천 
 

 

 

  
 

 

 
 

 

 
 

불원복 태극기(ⓒ독립기념관):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일본군과 

싸울 때 지녔던 태극기로, 상단에 

‘불원복(不遠復, 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 글귀가 새겨져 있다. 

데니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  

고종의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ny)가 1890년 5 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태극기로, 

1981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되었다. 

3·1 운동 당시의 태극기 (1919년): 

 3·1 운동 당시 평양 숭실학교에서 제작된 

국기이다.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1945년, ⓒ독립기념관) :  

광복군 대원으로 활약한 문수열이 전우 

이정수에게 선물 받은 태극기로, 태극기 흰 

면에는 광복군 대원 70 여명의 친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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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 다른 나라의 국기 
 

  
미국 국기 영국 국기 

  
아일랜드 국기 이탈리아 국기 

  
프랑스 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1950년,ⓒ독립기념관) : 

6.25 전쟁에 참전한 건국대학 법률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서명한 

태극기이다.  태극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맹한 우리 역군’ 등의 글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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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애국가 - 대한민국 국가 

1.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라는 뜻이다. 우리 나라는 애국가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2.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가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 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가사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이었다. 

3.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안익태는 애국가를 다른 나라의 곡에 붙여서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6 년에 지금의 애국가를 작곡하였으며, 그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하였다. 
 
v 무궁화 - 대한민국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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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 나라’(근화향:槿花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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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 문제 
1. 한국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2. 다음 중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은? 4 

1) 무궁화           2) 국새           3) 애국가           4) 향나무 

3. 대한민국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 

4. 대한민국 국화의 이름은? 무궁화 

5.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은? 애국가 

6.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1) 애국가는 1절밖에 없다.  

2) 애국가의 뜻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3) 애국가의 작사가(노랫말을 만든 사람)는 알 수 없다. 

4)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이다. 

7. 태극기의 가운데 문양을 부르는 이름은? 태극문양 

8. 태극기의 네 모서리를 이루는 4 괘의 이름이 아닌 것은? 3) 감 

1) 건      2) 곤     3) 간      4) 리 

      9. 다음 중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 아닌 것은? 4 

             1) 3.1절       2) 한글날         3) 광복절       4) 어린이날 

10. 다음 내용에 알맞은 태극기의 이름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설명: 광복군 대원으로 활약한 문수열이 전우 이정수에게 선물 받은 태극기로, 태극기 흰 

면에는 광복군 대원 70 여명의 친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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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단어 

• 대한민국 국가 상징 National Symbols of the Republic of Korea 

• 국기 National flag 

• 국가 National anthem 

• 국화 National flower 

• 자긍심 pride 

• 국민적 합의 national consensus, national agreement 

• 국민통합 national unity, the unity of the people 

• 국호 country name 

• 규정 regulation, rule 

• 확정 decision, determination 

• 광복 independence 

• 명시 clear statement 

• 4괘 the four trigrams 

• 제정 enactment 

• 공포 announcement, declaration 

• 국기 제작법 고시 notification of the Flag Production Act ? 

• 민족성 ethnicity 

• 음, 양 yin and yang; the two opposite energies that form the basis of the order of 

things 

• 창조 creation 

• 번영 prosperity 

• 희구 desire, aspiration 

• 개화기 enlightenment period; a period of time where a nation introduces new ideas, 

goods, and institutions to transform into a modern society  

• 외세 침략 foreign intrusion 

• 조국애 patriotism 

• 충성심 loyalty, allegiance,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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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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역사 팝업북 https://blog.naver.com/6848park/2200663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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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