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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초등교육의 관점에서 국민교육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살펴
보는데 있다.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인 성격의 국민교육은 역사적으로 근대화의 과정
에서 국가의 존속, 자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맥을 같이 하며, 근대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보편화와 대중
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
의 수단적 역할이 강조된 문제도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교육제도는 모든 국
민이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국민교육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범인
류적 인간 형성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민교육으로서의 국민성, 정체성 그리고
동질성은 그 성격상 초등교육의 기본 성격으로 논의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통한 국가 차원의 가치 공유와 발전을 위한 교육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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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동서양의 근대 국민교육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 초등교육의 관
점에서 국민교육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생겨난 이후,
교육은 인류의 교육기회 확대의 역사이기도 하다(한기언, 1975). 이는 교육은 과거 소
수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점차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보편화를 위미하는 것으로
국민교육은 의무교육제도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사
회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의 실현과 교육을 공적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4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89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인간의 교육권이 기본 인권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 일부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로 남아 있
거나 소수 엘리트에게 국한되어 선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나 국가가 발
전할수록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의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발전과 함께 국가는 그 구성원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를 법률에 의해서 공적으로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인 성격의 국민교육은 국가가 국민을 양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제도로, 교육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교
육은 국공립학교 이외에 사립학교는 물론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수단적 역
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국민교육이 19세기 국가주의와
함께 제국주의화 하는 국가 수단적 교육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적 역할로 강조되어 온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목적론적 인간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교육은 접근되어야 하고 어
떠한 수단적 목적이든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정범모, 1981). 따라서
수단적 및 목적적 차원에서의 개인과 국가는 상호 대립적 관계일 수 있지만 상호 공
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민교육은 국가주의 차원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 이익
보다, 국가사회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
하여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교육의 형성은
단순히 국가주의 탄생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일반 민중들의 교육 대중화의 과
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교육의 형성과 그 배경은 초등교육의 대중화 내지 보편화에 있
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기존 초등교육의 성격 논의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및 평가의 관점에서 실제적 성격에 대한 논
의가 있었으며, 초등교육의 본질론에서의 연구는 초등교육 개념이나 인식론적 관점에
서의 초등교육에 대한 개념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기초교육이나 의무교육 관점에서
의 초등교육에 대한 성격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초등교육에 대한 국민교육이나 보통
교육으로서의 개념화 접근이나 성격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의의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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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양

대국가의 형성과 국민교육의 등장 배경

근

대국가의 형성과 국민교육의 등장

현대교육이 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국가
관리 하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으로서의 국민교육체제의 수립이 있었다(장대희, 1988).
즉 귀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전통적 사교육에 대해서 평등주의이념을 추구하는 근대
적 국민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초월해서 주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근대국가 형성
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 서양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교육은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보편화가 필요하였다. 서구 유럽의 경우 작은 공국을
통합해 형성되기 시작했던 근대 민족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국민의 공통된 국민성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기존 전통적인 교육 형태가 아
닌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서양의 경우 국민교육제도의 대두 배경으로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
고자 하는 수단으로 계급과 성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배경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도제제도로 충당할 수 없는 숙련 노동자의 양성을 위한
기본 문자 해독과 기능(기술) 교육의 필요성으로 대량 공급의 교육제도의 배경, 그리
고 시민혁명 이후 평등사상 구현을 위한 보편적 교육의 요구 등이 있다. 특히 국민교
육은 근대민족국가의 발생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전통적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던 방
식과는 달리, 국민교육을 통하여 자국민의 초보적 능력을 구비하게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했었다. 이러한 초기 국민교육제도는 자연
스럽게 의무교육제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화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면이 있다.
사실 국민교육제도는 획일적으로 형성된 제도라기보다는 각국의 근대 국민국가 수
립 과정에서 자국의 특수성에 맞게 형성,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럽의 근
대화 과정에서의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국민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시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콩도르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안부터로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는 훔볼트의 건
의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국민교육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폴레옹 침공 이후
피히테에 의해 더욱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서양의 경우 중세유럽까
지 교육의 주도권은 교회의 몫이었으나 근대 공교육제도와 함께 교육의 국가주도로
의 전환은 국가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대 국가
형성에 따라 국민형성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된 근대 국민교육제도는 민족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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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을 묶을 수 있는 동질적인 사회규범 문화와 정체성 교육을 통
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교육은 시민계급과 노동자계
급에의 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자국의 국민이 교육기회를 누리게 되는 보편적 의무
교육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양의 국민교육제도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존속, 자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맥을 같이 하며, 근대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수단으
로 국민교육이 더욱 필요해졌으며 점차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의 토대가 되었다.
2. 우리나라

근

대국가의 형성과 국민교육의 등장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근대국가의 형성시기 외세에 의해 전통적 체제의 변화 압력
을 받음에 따라 국가적 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민국가의 수립과 함께 일
종의 자강운동의 일환이자 근대화 운동으로 국민교육이 시작되었다(정숭교, 1995; 서
재복, 1994). 즉 우리나라의 근대적 국민교육을 개항과 함께 크게 고조된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주권수호라는 절박한 문제에 직면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 아래서 무엇보다도 요구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운동으로서의 국민교육이었다는 것이다(장대희,
1998).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을 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양성하기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적 재편성의
성격은 국민교육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교육을 통하여 한 나라
의 역량을 기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가주의라는 헤게모니로 몰아가는 일종의 이
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국민교육의 형성은 기존 전통적 체제에의
해체로부터 발생되는 국가적 재구조화의 배경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교육은 평등교육의 노력이었다는 점이다. 국민교육의
의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특권층의 점유에서 여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교육기
회를 부여하는 교육대상의 개방이 전게됨을 의미하기도 한다(서재복, 1994). 따라서
교육이 갖는 국가발전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국민교육의 태두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근대화 이전의 구교육과 이후의 신교육1)으로 보면 당시 전통
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의 선결 요건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양의 근대 이후 국민교육의 등장을 같은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대 이후 서양의 경우는 국민교육의 등장이 국민 통합과 국가발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만규(1947)와 손인수(1980)는 조선의 교육 개항을 전후로 구교육과 신
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현대 초등교육 관점에서의 국민교육의 의미 분석 897

전의 수단으로 국민교육이 더욱 필요해졌으며 점차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교육
의 보편화와 대중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전술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다 민족주
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근대 이후 일제 침략기의 과정이 있었
다는 점에서 보면, 서양과 비슷한 국민교육의 등장은 오히려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 식민지 시기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교육열은 점
차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각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
교육의 필요성성은 초등학교 교육체제의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해방 이
후, 남북한의 국민교육의 체제 전개가 다르지만, 국민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은 동일했
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있어서 교육체제는 국가의 국민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성을 가졌으며, 이를 인식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각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교육체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곧 당시 해방 이후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교
육에 대한 요구와 의무교육론의 고조는 당연한 일이었다(김경만, 2003). 따라서 일제
잔재의 해소와 자주적 국가 수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 기초교육인 초등교
육의 체제를 마련하는 의무교육의 도입으로 이는 곧 서양의 근대 이후 국민교육의
도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교육의 형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 체제의 해체와 관련이 있
으며, 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민교육은 전통적 체제
의 해체가 근대국가의 과제로 국민을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민의
정신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등의 문제는 곧 국
민교육의 시급한 과제였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교육은 개개인을 수동적인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구성 요소로 고
양시키기 위한 교육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주권의식을 부여하는 것은 국
가를 국민 모두가 공유한다는 국민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개
개인은 국가의 적극적인 구성요소로서 국가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교육은 전근대적인 인간상으로부터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질서의 해체 이후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을 일정한
특질을 지닌 국민으로 양성하여 국가의 인재로 키우고, 국민 개개인들에 대한 국민교
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교
육은 교육을 통해 국가 전체가 요구하는 바를 그 구성원인 국민들이 습득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교육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공적인 기능만이 강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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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의 문제가 대두된 것 역
시 국민교육제도의 확립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결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교
육제도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국민교육은 개인적 차
원뿐 아니라 범인류적 인간 형성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Ⅲ

념

. 국민교육을 통한 초등교육의 개

적 요소

1. 국민성

국민(國民, nation)은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
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면서 국가에 소
속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한다2). 이러한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질
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시민과는 구별되며, 혈
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전체 개념인 민족과도 구별된다.
특히 정부, 법률, 제도, 관습 따위를 공통으로 하는 일종의 인간 집단으로서 국민
은 구인된 하나의 개념으로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혹은 정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일 국민이 단일 국가에 연계된 국민국가인 경우는 다분히 고유한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은 공유된 정체성을 통하여 주로 조상, 부모 또는
혈연 등의 형태로 국가의 기원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 국민국가일수록
국민적 정체성은 국민 개개인이 그 정체성을 공유해야 자연스럽게 느끼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 일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경우는 국민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즉 국가의 구성이 다문화 혹은 다인종인 경우는 혈연이나 지연 등의 태생적
공유 가치보다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성격
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도 19세기 이전에는 근대적인 국
민국가의 성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적 국가와 동일시된다는 생각은 19
세기 근대화 시점 이후로, 이로부터 개별 국민이 개별 국가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
장하는 국민주의의 사상에서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적 정체성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한
국민의 일원을 다른 국민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두 개인은 개성, 신념, 지
리적 위치, 시대와 심지어 구사 언어까지 다를 수 있으나 자신과 타인의 시각에 보기
2)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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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같은 국민으로 여길 수도 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성격과 행동 강령, 다른
국민 개인을 위한 특정 책임, 그리고 동일 국민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성은 국가 단위의 정체성으로 국가 형태를 유지
하는 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민성을 구비하게 하는 교육으로
서 초등교육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민교육을 통한 국민성의 함양은
공교육 틀 속에서 초등교육을 개념화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정체성

초등학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인 교사, 아동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곳으로 학교공동체는 비단 집단적
의식뿐 아니라 개개인이 갖는 개인적 자아정체성의 실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권
동택, 2014).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은 인간 삶
의 방식과 의미를 부여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력과 관련된 집합의식으로 볼 수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의 정체성은 그 집단 전
체의 공통된 의식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 수준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한 개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와 나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
하는 그 어떤 속성은 무엇인가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은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과정상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Erikson(1960)은
정체성에 대하여, 자아 내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과 타인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속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으로 구
분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
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집단의 공동체적 친근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한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상활 속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은 크게 통일성, 포용성, 전체성 등 세 가지
의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박아청, 1984). 먼저 자아정체성은 한 개인에 대한 통일
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통일된 자아이며 전인격으로서 총체
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정체성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포용성의 특징이 있다. 셋째, 자아정체성은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체성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자아정
체성은 여러 대상에 동일시(identification)를 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즉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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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는 하나로 통일된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Newman과 Newman(1981)은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가정에서의 자녀, 학교에서의 학생, 사회에서의 시민 등 여러 가지
역할이 동시에 한 인간의 개인적인 정체성으로 통합되며 다양한 역할들이 한 개인으
로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의 국민 개개인들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정체성을 함께 형성하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교육에서의 정체성의 문제는 국민 통합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이는 한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과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항
상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본질론 차원에서 자연법적 국가론과 유기체적 국가론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김도향, 1988). 자연법적 국가론은 국가가 인간의 자유의사로 형
성된 것으로 보는 반면, 유기체적 국가론은 유기적 전체로서의 국가를 중심하고 있
다. 따라서 자연법적 국가론에서는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며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가의 정체성은 없으며, 국민의 애국심은 국민의 자유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강한 국가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자유
독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여 가족, 지역사회, 지방 자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자유롭고 건강한 개인을 양성하는 일이야 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본다. 따
라서 국민의 애국심 역시 국민 개개인의 공동체적 정심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교육은
자유롭고 건강한 개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반면 유기체적 국가론에서는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개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원으로 국가의 보호 하에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완성은 국가
의 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하며 개인은 국가를 떠나 존속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의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에서부터 나오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 물론 교육은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성격을 모두 갖
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론에서 자연법적 국가론과 유기체적 국가론을 취사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에 대한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국민교육의 성격 역시 함께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는 단순한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며, 집단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올바른
인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가
의 정체성 역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애국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진정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은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사랑의 확산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교육은 국가 정체성
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지만,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인격 수양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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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교육을 통한 집단적 정체성 교육은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무관할
수 없다. 학교교육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에서 초등교육의 개념화에서 정체성의 의미는 한 개인의 정체성 교육이자 곧 국가적
정체성 교육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및 개인의 정체성은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의 개념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3. 동질성

초등학교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Bachman, 1915). 초등교육은 특정 직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공통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한 국민으로
서 최소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공통교육의 의미를 가지는 동질성 교
육이다.
그러나 동질성이 갖는 사전적 의미로 인해 모든 국민을 똑같이 만든다는 기계론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의 동질성의 의미는 주의 깊게 논의되어
야 한다. 즉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성격은 삶과 앎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
수 요건을 구비하게 한다는 의미의 동질이지, 교육의 최종 산출 혹은 결과로서의 동
질인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의미의 동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초
등교육에서는 모든 이의 최소한의 보편적 동질성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며, 이러한 동
질성의 전제가 없으면 국민성이나 국가적 정체성의 공유는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에 있어서 동질성의 문제는 이질성의 반대 개념이 아닌 수월성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교육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자질이나 능력을 구유하게 하는 동질성의 의미를 갖는 것
으로 초등교육을 받는 동안에 최소 필수적인 내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선인 교육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교육에서의 동질성은 모든 이에게 앞으로의 삶과 앎을 위한 기
회균등의 원리와 관련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누구에게나 무한대에 이르는 교육을 제공한
다는 의미 역시 아니다. 초등교육을 통한 국민교육의 추구는 누구나 최소한의 동질한
능력을 구비케 하여 삶과 앎의 질을 보장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교
육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제고하려 노력하며, 개
인의 자아실현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능을 초등교육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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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격

.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성

논의

국민교육은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
로, 국민교육으로서의 국민성, 정체성 그리고 동질성은 그 성격상 초등교육의 기본
성격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은 보통 시민을 교육한다는 점
에서 국민교육이 없이는 한 사회인 혹은 국민으로서 한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기 힘
들며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
시되며 상대적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의 성격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은 단지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건전한 정
신을 구비한 국민을 양성하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성격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국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제도적 측면에서의 선결 요건
이 있다. 즉 국민교육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게 할 국가적 수준의 제도를 이행하기 위
해서는 무상교육을 포함하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가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의 입장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
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
포르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이유는 이미 의무교육을 도입한 기존의 다른 나라와는 달
리 학교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단순한 국가경쟁력 제고만은 아니다. 싱가포르
가 2003년도에 국가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단순히 국가경쟁력 차원만은 아니다. 다
민족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싱가포르 국민들의 공유된 국가적 가치와 문화
의 유지는 새로운 싱가포르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의
도입을 통하여 싱가포르 국민의 시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
문이다(권동택, 2005). 즉 싱가포르 의무교육은 두 가지 교육목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아동들이 장차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통 핵심 지식의 기초 강화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국가 정체성과 응집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공통적 교육 경험을 제공하
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단위의 의무교육제도가 뒷받침되는 국민교육은 기본
적으로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기초적인 자질을
함양하지 않고는 그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필연적인 전제하에 유지
되는 동질성 교육으로 본다면 초등교육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
다.
다른 한편 영국의 국민교육사상가인 Owen(1813) 역시 모든 국민 사이에 이성과
행복이 지배하는 상태의 국민교육제도를 제창하면서 가장 잘 통치되는 국가는 최선
의 국민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영국 전역에
걸쳐서 종파를 초월한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정부의 주도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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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은 평화와 합리성의 정신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oyd & King,
1975).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은 국민적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
보통교육이 강조됨과 동시에, 국민교육의 이행 제도로서의 의무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교육의 발전에는 교육의 의무성과 무상성을 통한 공교육
으로서 초등교육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Owen(1813)은 국민교육의 본질을 개인과 국가의 장래의 행복에 공
헌할 만한 관념과 습관을 후대 세대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교육
은 합리적인 정신에 입학한 성격 형성을 국민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면서 모
든 아동들을 위해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무상의 국민교육을 제안하였
다(박주신, 2000). 국민교육과 관련한 Owen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재철, 1967).
∙ 국민교육은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실시되어야 하며, 한 명의 아
동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교육은 종교적, 종파적, 당파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 국민교육은 생활과 직결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 국민교육은 지육, 덕육 그리고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교육으로서 전인
적 성격 형성에 힘써야 한다.
∙ 국민교육은 국민적 이기주의의 교육이나 증오 유발적 교육이어서는 안 되면,
오히려 평화 초래의 수단이어야 한다.
∙ 국민교육은 빈곤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 국민교육은 학원 내에서 기거하는 격리교육(기숙사제도)이어야 한다.
물론 국민교육 단계에서의 기숙사 형태의 제도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무리일 수 있
지만, 당시 영국 사회의 빈곤 계층에 대한 국가적 문제에서는 획기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Owen의 국민교육론은 현대 사회에서 의무교육제도로 뒷받침
되고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은 바로 국민으로 하여금 일종의 국민적 습관(國民
的 習慣)을 갖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성이라는 국민교육의 핵
심 성격은 국가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동질성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일차적인 성격은 국가 정체성과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국민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해 갈 것인가로 국민 정체성 통합
의 교육인 것이다. 사실 국민교육은 그 태동 시기부터 개인교육과는 달리 개개인을
국민으로서 교육시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었으며 건강한 정신을 갖춘 국
민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정숭교, 재인용). 결국 국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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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최소한으로 갖추게 하고 국가 정체성을 구비하게 하여
국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국민성은 단지 국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교육에
서 국민이라는 두 글자는 국가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
는 개개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과거에는 국민교육이 후
자인 국민통합으로서의 정신을 강조했다면, 지금의 국민교육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
양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성은 다문화 사회로 구성
된 국가에서는 시민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 혹은 사회 차원에서 보면 시민
성 교육이 다문화 사회가 추구하는 국민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교육과 시민교육을 간단히 구분하면 국민교육은 한 개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교육이라면 시민교육은 한 개인을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일 것이다. 즉 국민교육과 시
민교육은 그 목적 상, 교육을 통한 궁극적인 교육적 인간으로서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국가일수록 한 국가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을 시민으로 만
드는 시민교육 역시 시민교육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국민으
로 만드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문화 혹은 다인종 사회 내지 국가인
경우 시민교육을 통한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 함양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다인종 내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이나 맹
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의
식을 찬성하는 지지율이 높다(김민배, 2015)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교육은 소극적 성격의 국민성보다는 적극적 성격의 국민성이
강조된다. 즉 국민교육의 본질은 국가의 한 부속물로서의 국민이 아닌 국가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국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중요한 주인이며 정부는 단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자유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국민교육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민성을 갖게 한다는 의미는 국가의 정체성 공유와 함께 국민적 공동의
가치가 강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는 흔히 애국심으로 설명될 수 있으
며, 국가는 국민의 주의의식과 적극적인 정치에의 참여와 국민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
고서는 존립할 수 없다.
한편 국민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한 국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 본분, 권리, 의무를 인
식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소
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의무교육의 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은 국
민교육을 통한 교육이념의 구현에 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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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양은 인성과 국민 통합으로서의 정신 고양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교육과 도덕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교육이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국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에서 도덕교육은 국민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도덕적 논의
의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와 달리 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민
교육에서의 가치의 문제는 사회 보편적 가치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특정 사회 혹은 특정 국가에서의 가치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교육은 항
상 개인과 국가 사이 그리고 사회 보편적 가치와 범인류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생
기게 된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교육의 국민성, 정체성 그리고 동질성의 관점
에서 초등교육의 성격을 재해석하는 데 있다. 국민교육체제는 기존에 소수에게 제한
되던 교육을 위무취학 규정으로 다수에게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종
교나 사회세력에게 좌우되지 않는 중립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국가 관리에 의해 공
공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 관리에 따른 획일성과 통제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 이데올로기나 사회 지배적 문화가 강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
다. 또한 대중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수학습이 개별교육보단 집단교육의 원리가
적용되게 된 점이나 개인의 신념, 이념, 필요 등을 반영한 교육권, 학습권 등이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교육의 문제가 국민교육의 종속 내지 수단화의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국민교육 자체의 무용론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교육 역
시 사회 내지 국가라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개개인의 삶을 형성케 한다는 점에서 보
면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기초 단계의 교육으로 인간형성의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성, 정체성 그리고 동질성의 국민교육의 성격은 현대
초등교육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국민교육은 한 개인의 성
장과 발달을 통한 국가 차원의 가치 공유와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국민교육은 달리 재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국
가나 사회를 배제한 개인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보통교육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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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

ational Education in terms of Modern

Elementary Education

Kwon, Dongtaik(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basic character of national education in
terms of modern elementary education. The national education as public education
that nation pursues, historicall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as with the
education for nation'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and it became the basis for the
popularization and universalization of education with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system as means of the nat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for the modern state
maintenance. But the purpose to cultivate the people has problem that focused
instrumental rol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ecause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is important that it acts as a
part of the nation by fostering fundamental national identity to all people, The
national education in modern times is necessary to re-analysis, and national education
can be discussed with basic character of elementary education in its nature. National
education in modern society should be understand as education for shared value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imension through the individual growth and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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