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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국가애 교육의 준거와
도덕과에서의 실제1)
The Criteria of Patriotism Education and Its Practice in Moral
Studies in the Elementary & Secondary Schools
강 두 호 (전북대학교 교수)
<요 약>

국가애는 국가의 구성원이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각별한 애정이다. 고대 이래로 현
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하
나의 당위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애를 교육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점, 민족애 내지 민족주의와 관계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바르게 이해될 경우 건전한 국제주의의 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그
준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준거들에 비추어볼 때 현행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
과는 각각의 준거에 따라 다소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그에 부합하여 국가애의 내용
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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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실재이다. 국가의
목적은 그 구성원인 모든 국민의 공동선을 높이는 데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탁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실제로 이 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면서도 다른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원칙적으로 자족
적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사회라고 불리어왔다.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나 정치 질서를 결정하는 데 구성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국가가 인간의 자유 의
지의 산출물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토대를 두는 하나의 필연이라는 점
1)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북대학교 지원연구비(연구기반조성 2005-1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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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국가가 이처럼 그 토대를 인간의 본성에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은 도덕적
질서에 속한다(Messner, 1965: 500; Rommen, 1970: 248f.). 한편 국가가 국민 공동선의
보호와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대하여, 구성원으로서의 국민들은 공동선의 실현에
협력함으로써 그를 지원하게 된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적 공동선의 실현에 협력
하면서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표시하는 감정이 바로 국가애(國家愛)이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말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에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국민적 정체성을 함께하
고 싶지 않은 경우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곧바로 ‘반(反) 애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지고 보면 어느 나라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애를 교육하려 할 경우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국가애가 국가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정상적인 표현인 한, 그것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각과 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 사람들은 부모와 조상들의 삶
이 이어져오고 역사와 전통이 자신에게 계승된 고국에 본능적으로 애착을 보이게 마련
이다. 다만 국민적 감정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역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Orr, 2004; Galewitz, 2003). 나라가 빈곤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국민들은
조국의 생존을 위해 불굴의 결의로서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요구됨을 느낀다. 이 때는
국민적 언어, 문학, 전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강한 열망을
보인다. 반면에 나라가 부유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경우, 국민적 감정은 훨씬 덜 엄격해
진다. 이 때의 국가애는 대체로 고상하며, 지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발전을, 지나친 불평
등의 교정을, 그리고 복잡한 정치 질서 안에서의 내면적인 개혁을 지향한다. 물론 부유
한 나라라고 해서 국민적 감정이 꼭 느슨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국가애
는 9․11 테러 이후 국민들의 큰 화두로 되었으며, 최근의 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인들
의 그 같은 애국적 감정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국민적
감정은 그 도덕적 추진력의 강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 애국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참전 군인들과 전쟁 반대론자들
은 똑같이 자신의 행동이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상대편
의 행동은 위험하고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르치는
가 하는 점은, 개인의 국가관 정립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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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필요성도 이런 맥
락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애는 여느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교육
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국가의 발전이 국가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은 말
할 나위도 없다. 도덕과(道德科) 교육과정은 특히 도덕 과목이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
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7: 28). 동 교육
과정은 그 일반 목표 아래에 ‘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
세’를 그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도덕 교과는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2007년 2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과에서의 실제를 살피는 본 연구의 성격상 아직 현장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교
과서들이 학습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글의 내용 구성을 보면 먼저 Ⅱ장은 국가애
에 관한 규범적 배경을, 그리고 Ⅲ장은 국가애 교육을 위한 준거 틀을 마련하는 일에
할애한다. 이어서 Ⅳ장은 초․중․고등학교 도덕 과목들에서 실제로 국가애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Ⅴ장은 맺음말 부분이다. 한편 이 글은 연구
방법에 있어서 대체로 문헌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Ⅱ. 국가애의 규범적 배경
국가애 혹은 애국심을 뜻하는 영어 patriotism은 그 어원에 있어서 라틴어 patria 및
그리스어 πατρίδα(patrida)에 연결된다. 라틴어의 파트리아나 그리스어 파트리다는 ‘조
상들의 땅’을 의미한다. 국가애는 이렇게 용어의 배경으로 보아,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나타내는 애정을 가리킨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이 국가 생활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진정
한 인간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사회 안에 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선을 얻으며, 이러한 선은 또한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사회적 본
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홀로 있는 일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누가 어느 집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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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아닌 자는 신이거나 아니면 인간 이하의 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공동 사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국가는 그런 사
회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포괄적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적 공
동체야말로 가장 고귀한 인륜의 본래적 형식이다(Aristotle, 1981: 1252a; 1253a). 그에
따르면 좋은 시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넘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바
지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목적이 인간의 최고선, 즉 도덕적이며 지적인 삶을 보증해주
는 데 있는 한, 국가에 대해 가장 공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가에 있어서
보다 큰 몫을 갖는다는 것이다(Aristotle, 1981: 1276b).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국가를 하나의 완전한 사회(communitas perfecta)
로 규정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는 진정으로 자기 충족
적인 인간의 사회, 즉 모든 인간에 대하여 현세적인 욕구와 열망을 만족시켜주고 덕을
발휘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회이다. 그리고 국가가 인간을 완전에로 이끄는 이상, 그것
은 도덕적 질서와 관련된다. 이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에 비중을 둔 홉즈(T.
Hobbes) 등의 국가관과 다름은 물론이다. 토마스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
은, 그가 인간의 조국에 대한 애정을 피에타스(pietas)라 불리는 형태의 사랑으로 표현한
점이다(Aquinas, 1981: Ⅱ-Ⅱ, Q.101, A.1). 당초 피에타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이
어받아 특히 신에 대한 숭배 내지 신을 향하여 의무를 다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 말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사람이 자신과 혈통을 함께 하는 동료 국민들 및
조국에 대한 본분과 충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토마스에 의하면 사
람은 특히 신과 부모 그리고 조국에 대하여 경애(敬愛)의 성격을 띠는 각별한 사랑의
의무를 지닌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양육에 있어서 먼저 신의 은총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조국에 대하여 은덕을 입고 있다. 신에 대한 경애가 종교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면, 부모와 조국에 대한 경애는 피에타스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아리스
토텔레스도, 조국에 대한 충성이 같은 촌락 사람들 사이에 성립하는 것 혹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의 것과 같은 공동체적 친애를 함유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Aristotle, 1998:
Bk Ⅷ, 12).
근대에 국가를 윤리적 삶의 최고 실현으로 보고 그로부터 인륜의 완성을 찾은 이가
헤겔(Georg W. F. Hegel)이다. 그의 이념적 국가관은 개체에 대하여 전체의 우위를 강
조한 점, 그리고 지나치게 국가를 신격화하여 긍정한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목적을 국민들의 선의 실현에 두는 점에서 자주 주목받아 왔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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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 의지를 뛰어넘는 최고의 윤리적 실체인 이상, 개인은 도덕
적이고 공적 권위를 지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경우에만 진정한 윤리적 삶을
누린다(Hegel, 1996; 임재진, 1998).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스스로의
원초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
가 있다.
근래에 이르러 일단의 자연법론자들은 국가애에 대하여 특히 그 도덕적 근거를 강조
한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실존적 및 자연적 권리들을 누
리며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국민적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
들이고 조국의 부단한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인간 그리고 국가의 본성 자체에 뿌리를
둔 도덕적 질서의 규범들에 따라 조국의 선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Messner, 1965: 484; Rommen, 1970: 418). 또한 그들은 건전한 국가애와 인간적인 국
제주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마리탱(Maritain, 1998: 198)은, 오늘날 한 국가가 혼자
의 힘만으로 자기 충족을 하거나 또는 평화의 유지라는 일을 해낼 수 없게 되어 이른
바 완전한 사회라는 개념에서 결정적으로 후퇴해버린 이상, 이전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
다고 주장한다. 메스너(Messner, 1965: 401f.)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각 국가들이 식민주의 내지 패권주의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보다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에 대하여
최소한의 평등한 권리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요컨대 애국의 경애심과 국
제적인 연대감의 통합이 자체의 국경선을 넘어 보다 확대된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더
큰 국가의 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국가애에 대하여 이론적 저작물을 남기고 있는 이들 중 몇몇을 선별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테일러(Taylor, 1992)는 다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캐나다 출신답게 다문
화 사회에서 상호 인정하며 사는 지혜로서의 애국심을 강조한다. 로티(Rorty, 1999)는
미국의 역사로부터 한편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공유된 신념과 다른 한편으로 노예
제도, 인디언 학살, 베트남전 등의 유산이라는 상반된 요인을 들여다보면서 국가애의
갈등을 비춰본다. 비롤리(Viroli, 2003)에 의하면 국가애는 민족애 내지 민족주의와 구별
되어야 한다. 후자가 갈등과 다툼의 요인이 되어온 데 반하여, 전자는 시민적 책임성의
소중한 원천이다. 그는 국가애란 말이 사람들의 공공의 자유를 지탱하는 정치제도 내지
생활양식에 대한 호의, 즉 공화정에 대한 호의를 강화시키고 불러내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왔음을 강조한다. 바버(Barber, 1996)는 현대 세계의 특징으로서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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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드는 자본주의와 지역 내 파벌주의는 둘 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위협적이므로, 국가
애를 발휘할 경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계관 시인이자 2006년도
만해 대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진 핀스키(R. Pinsky)에 의하면, 국
가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간과되는 문제는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애국적 감정이 잘못되거나 혹은 맹목적인 것처럼 보
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Nussbaum, 1996). 디츠(Dietz, 1991)는 애국심이
한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격변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시한
다. 한편 매킨타이어(MacIntyre, 1995)는 국가애를 하나의 덕으로 간주한다. 그는 덕을
공평하고 보편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 국가애를
배제하게 되지만, 자유주의적 도덕 이론가들에 의하여 출신 국민과 같은 특성들이 왜곡
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애를 도덕적 덕으로서 옹호한다. 끝으로 샤르(Schaar,
1982)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일종의 태도로서,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에
서 가장 잘 육성된다고 주장한다.

Ⅲ. 국가애 교육의 준거
우리는 Ⅱ장에서 국가애의 규범적 배경을 살펴보는 동안, 인류 역사상 경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헌신적인 애정을 갖도록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늘 강
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애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각별히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애를 교육하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 같다(Parker, 2002: 407). 한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당화되며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일은 민주 정치를 통해서 가능한데, 적절
한 국가애야말로 이 같은 민주 정치의 활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Ⅱ장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그로부터 다음 사항들을 국가애 교육의 준거로 추출
할 수 있겠다.
첫째, 국가애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살지 못하는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길 원한다. 즉, 국가애는 조국과 그곳에 함께 사는
동료 국민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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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격체인 인간의 사회생활은 본능적으로 떼 지어 사는 다른 생물체들과 달리, 자유
와 책임 그리고 양심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추구한다. 인격이 이처럼 인간 사회성의 기
본 전제로서 공동체에로의 소명(召命)을 의미하는 한, 국가애는 사회 윤리의 중요한 덕
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격적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양여(讓與)와 타
인에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 ‘너’와 ‘사회’로 지향되
어 있기 때문이다(강두호, 2003: 74). 이때 인격적 가치의 종류에 따라 제각기 고유의
목적을 지닌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여기서는 ‘나와 국가’)이 결정된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근거하는 국가애가 과연 도덕적으로 선(善)인가의 여부
는 국가애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애는 학생들에 대하
여 도덕적 측면에서 칭송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강력한 외침 세력에 맞서 조국
을 지키려다 죽어간 용사들은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나 침략 세력들 역시 자신들도 조
국을 위하여 애국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는, 과거에 여러 정부들이 군
사적 공격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학대,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자국
민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종종 애국심의 감정에 호소하곤 했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
하여 알고 있다.
둘째, 국가애는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한마디로
단정하기 쉽지 않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에 대하여 이미 나름대로 뭔가 알며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에 대한 사랑
에 대하여 나름대로 체험하며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피에타스를 살펴보는 중에,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
적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았다. 한 인간은 신을 통하여 창조되고, 부모를 통하여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조국을 통하여 그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이 형
성되는 셈이다. 요컨대 국가애는 한 인간에 있어서 그의 역사적 및 문화적 근원에 대해
의무 지우는 특수한 형태의 경애심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에 대하여 국가를 향
해 막연한 감상을 갖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조국에 대해서
충성하고 조국의 정치 질서에서 자신의 몫에 따라 협조하며 동료 국민들의 행복과 이
익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어떤 실제적인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사랑은 인간이 지닌 모든 에너지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거꾸로 마비시킬 수도
있는 힘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은 인간을 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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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지만, 반대로 잘못된 사랑은 그를 악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Lotz, 1971).
그것은 인생의 선과 악, 그리고 건설과 파괴라는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인간의 운
명에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캘런(Callan, 2006: 529)이 도덕적으로 순수한 국
가애와 맹목적 숭배 식의 국가애를 구별하도록 충고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국가애는 민족애 혹은 민족주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족은 국가와 함
께 애국심의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 되어왔다. 민족애는 자기와 혈통을 나눈 동족에 대
한 사랑으로서, 보통 정치적 신조로서의 민족주의는 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가 현존하든 혹은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든 자민족에 대한 최
고의 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애가 민족애나 민족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 그리고 민족국가 내지 국민국가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Michener, 1993). 국가애가 국가에 대한 충성스러운 감정으로서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
가가 발전하는 데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애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문화적 자결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민족에 대한
애정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닫혀있는 경우이다. 이는 자칫 종족적 순수성에 입각하여
민족들 간에 배타성을 조장하기 쉽다. 민족애가 이처럼 인내와 공존의 태도 그리고 국
제 관계에 있어서의 공적인 기질과 거리를 둘수록, 그에 기초한 국가애는 그만큼 위험
해질 가능성이 높게 마련이다. 오늘날 국가애가 한편에서 정치적 덕으로 옹호되고 있지
만, 다른 한편에서 민족주의적 악덕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원준호, 2003: 67). 최근 일본의 아베(安倍) 정부가 애국심 교육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행사 때 국가(기미가요)를 부르고 국기(히노마
루)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국가애에 대하여 민족이나 국익을 넘어 인류애에로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
는 것이다.
넷째, 바르게 이해된 국가애는 건전한 국제주의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
다. 우리는 위에서 국가애가 정의로운 국가 질서의 확립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형태라
는 점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된 국가가 무질
서 또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의 확립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 사회가 무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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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힘쓰게 한다. 문제는 국제 사회의 정의란 그것을 추
구하려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간혹 무절제한 민족
주의의 공격적 특성을 보이는 국가애는 주변 국가들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는 지식이나 능력, 자원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다 갖춘 사람이 덜 갖춘 사람들에 비하여
인간적 존엄성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거나 또는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이에게 모든 사람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협조할 더 중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들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본다. 평화는 연대
의식의 열매(Opus solidaritatis pax)라는 점이 국제 질서에서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다
(John PaulⅡ, 1988: 71).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지닌 국가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이 같은 정당한 감정도 전 인
류를 감싼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 더욱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

Ⅳ. 국가애 교육의 도덕 교과에서의 실제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애를 교육하는 일에서, 도덕 교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그 내용 체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체제
의 경우 ‘국가애’는 바람직한 한국의 청소년 상의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된 전체
20개 가치․덕목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
애’와 더불어 도덕과의 4대 생활 영역 가운데 특히 국가․민족 생활 영역의 핵심 가
치․덕목이다. 국가애는 이처럼 좁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에의 경애, 국가 안보 의식, 남
북 평화 통일의 의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서로 구분되는 덕목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들과 함께 국가․민족적 도덕 생활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행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국가애는 3∼6학년, 8학년, 10학년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11∼12학년의 모든 선택 과목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다. 국가애를 다루는 초․중․고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을 교과목별로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이와 별도로 모든 도덕 교과서들은 머리말과 차례 앞의 맨 처음 속 페이지를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의 게양 또는 보관 요령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Ⅲ장에서 국가애 교육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 네 가지 기준은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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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애 교육의 준거와 도덕과 과목별 내용 구성
준거

① 국가애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

과목

단원 및 제재

초등학교
『도덕 5』

8. 나라 발전과 나

중학교
『도덕 2』

Ⅱ.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고등학교
『시민 윤리』

Ⅳ.1. 국가 발전과
시민의 자세

고등학교
Ⅳ.4. 한국의 진로와
『윤리와 사상』
민족적 과제

② 국가애는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다.

초등학교
『도덕 3-2』

4. 나라 사랑의 길

초등학교
『도덕 4-2』

5. 우리 나라
우리 조국

중학교
『도덕 2』

Ⅱ.3.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고등학교
『전통 윤리』

Ⅳ.1. 국가 생활과
국민의 도리

초등학교
『도덕 3-2』

5. 우리의 소원

초등학교
『도덕 4-2』

4.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③ 국가애는
민족애 혹은
초등학교
민족주의와
『도덕 5』
관계되어 있다.

9.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8. 평화 통일의 길

초등학교
『도덕 6』

9.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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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
․
․
․
․
․
․
․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
나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나라란 무엇인가
나라가 하는 일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나라의 이상과 목표
국가의 본질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안보관

․ 국가 정체성의 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방법
나라를 지키고 위해야 하는 까닭
나라를 위하는 마음가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애국․애족의 중요성과 방향
조상들과 재외 동포들의 애국․애족
중학생으로서 애국․애족하는 길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민본 사상과 위민 정신
충성과 호국 정신
봉공과 청백리 정신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문화 유산을 소중히 해야
하는 까닭
나라를 위하는 마음가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재외 동포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재외 동포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재외 동포들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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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과목

단원 및 제재
Ⅱ.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중학교
『도덕 2』
Ⅱ.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고등학교
『도덕』

고등학교
『시민 윤리』

Ⅱ.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Ⅱ.2.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Ⅳ.2.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Ⅳ.3. 민족 문화와
민족 정체성

고등학교
Ⅳ.4. 한국의 진로와
『윤리와 사상』
민족적 과제

④ 바르게
이해된
국가애는
건전한
국제주의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

초등학교
『도덕 5』

10.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

초등학교
『도덕 6』

10. 평화로운
지구촌

고등학교
『도덕』

Ⅱ.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고등학교
『시민 윤리』

Ⅳ.4. 세계 시민으로
서의 올바른 자세

고등학교
Ⅳ.4. 한국의 진로와
『윤리와 사상』
민족적 과제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민족과 민족 문화의 의미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 유산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주체적 문화 교류의 자세
통일의 의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민족 분단의 과정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의
비교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민족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
재외 동포에 대한 올바른 자세
민족 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통일
민족 문화의 중요성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문화 교류의 올바른 자세

․ 통일 한국의 실현
․ 문화 교류의 필요성
․ 문화 교류의 마음 자세
․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까닭
․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마음
․ 인류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 통일 한국의 미래상
․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 지구 공동체의 윤리적 상황
․ 세계 시민 사회와 지구 공동체 윤리
․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 미래 한국의 진로와 역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a; 2006b; 2006c; 2006d; 2006e; 2006f),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첫째, 국가애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준거에서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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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 5』의 제재 8.은 학생들에 대하여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가와 개인의 상호 의존과 보완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협력할 것을 강조
한다. 2개의 예화(조국 동티모르를 생각하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 민족의 혼을
일깨운 장지연)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이 나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느껴보게 한다.
중학교의 경우 8학년의 제재 Ⅱ.2.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의 기원과 의미, 국가의 기
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상과 목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
히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면서 국민 된 보람과 도리
를 중시한다. 즉, 나라는 나의 삶의 터전으로서 내게 소중한 존재이고 많은 혜택을 주
며, 따라서 나도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도
리와 의무를 다할 때에 나라와 나의 관계가 온전해진다고 쓰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f: 190). 국가애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역시 강조된다. 한 국가의 형태
나 국력은 국민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가
지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 윤리』는 국가의 발생을 놓고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입장과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한다는 입장을 비교한 다음,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소집단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수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강조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c: 204). 이 과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애국심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인간적 보국(報國)의 논리로 설명하는 점이다. 국가애는 나와 국가와의 본성
적인 규범 관계에서 지녀야 할 태도로서, 이는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는 사
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칭송받을 만한 행
위를 하는 셈이다. 『윤리와 사상』은 국가 정체성이란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한다. 교과서에 따르면, 국
가 정체성이 결여되는 경우 국민적 단합과 결속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충성심도 기대할 수 없다(교육인적자원부, 2006d: 247).
둘째, 국가애가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준거에서 본 실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국가애가 예사롭지 않은 사랑임을 보여준다. 예화로는 『도덕
3-2』의 제재 4.에서 ‘나랏빚 갚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 이홍근 선생의 문화재 사랑,
전쟁터에서 몸을 다친 병사, 무궁화를 지킨 남궁 억 선생, 애국가를 지은 안익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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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리고 『도덕 4-2』의 제재 5.에서 ‘외교로 나라를 지킨 서희, 컴퓨터 해킹으로부
터의 정보 지킴이, 간첩을 신고한 택시 기사, 조국의 전쟁에 대해 상반되게 대응하는
두 유학생 이야기, 재판정의 안중근 의사’ 등이 소개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8학년의 제재 Ⅱ.3.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애의 중요성과 그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외 애국 운동들의 사례를 근거로 하
면서 국가애 활동의 유형을 셋으로 제시하는 점이다. 세 가지 유형이란 ‘민족의 독립과
국토 수호 및 국위 선양,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실현, 민족 문화의 발전과 문화유산
의 보전’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f: 231f.). 국가애의 첫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16세기 말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 20세기 초 일제
하에서 3․1 운동을 일으켜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민족 지도
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낸 모든 국민들의 노력을 들고 있다. 둘째
유형의 사례로는 1970년대에 국민들을 오랜 가난과 구습에서 벗어나게 한 새마을 운동
의 추진에 참여한 사람들, 1960년대 이후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 국도의 개통을 이루어
낸 국가 통치자, 기업인, 근로자들이 서술되어 있다. 셋째 유형은 그 사례로서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급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만든 조상들을
들고 있다. 교과서는 이밖에도 근래에 재외 동포들 가운데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례들
(예컨대, 중국에서 전통 문화를 잊지 않고 지키며 살기, 미국의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내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애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통 윤리』는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충(忠)의 대상은 자신에서
시작하여 가족은 중간이요, 국가가 가장 크며 최후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한다(교육인적
자원부, 2006e: 210). 또 국가에 대한 충성은 언제나 부모에 대한 효도와 연결되어 강조
되곤 하였다고 적고 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상들의 봉공(奉公)과 청백리 정신은 오늘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셋째, 국가애가 민족애 혹은 민족주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준거에서 본 실제이다. 이
기준에서의 국가애는 크게 보아 민족과 민족 문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 또 국가애에 관한 내용 설명에 있어서 가장 많
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예화들로 꾸며져 있는데, 관련 제재
와 예화들로는 『도덕 3-2』의 5.우리의 소원(‘탁구 경기를 보면서’ 외), 『도덕 4-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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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랑스러운 우리 문화(‘흥부가를 부른 송이’ 외), 『도덕 5』의 9.한마음으로 평화 통
일을(‘우리 가족의 노래가 북녘 땅까지’ 외), 그리고 『도덕 6』의 8.평화 통일의 길(‘고
향으로 가는 소’ 외), 9.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따뜻한 동포의 응원’ 외)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중학교의 경우 8학년의 Ⅱ.1.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그리고 Ⅱ.4.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지가 이에 해당된다. 교과서는 Ⅱ.1.에서 특히 민족 문화의 유산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문화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또 Ⅱ.4.
에서 남북의 통일은 분열된 민족의 삶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한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
이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덕』(Ⅱ.1.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Ⅱ.2.남북한의 통일 정
책과 통일의 과제), 『시민 윤리』(Ⅳ.2.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Ⅳ.3.민족문화와 민
족 정체성), 그리고 『윤리와 사상』(Ⅳ.4.한국의 진로와 민족적 과제)은 각 교과목들의
고유한 학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애의 두 가지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넷째, 바르게 이해된 국가애가 건전한 국제주의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준거에
서 본 실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 5』의 제재 10.은 ‘흥선 대원군과 김옥균’의
예화 등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 문화도 더욱 발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덕 6』의 제재 10. 역시 ‘카자흐스탄에서 온 편지’ 등의 예
화들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평화롭
게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가애와 국제주의의 관계에 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우리의 문화
를 다루는 가운데 어느 한 민족의 문화만을 우수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는 점,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바람직한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 국수주의는 폐쇄적이 되기 쉽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f:
160; 177; 181).
고등학교의 경우 향후의 통일 조국은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안으로는 민족의 단
결을 통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면서도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상
호 협력할 것(『도덕』, Ⅱ.3.), 초국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지구적 관점을 취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가질 것(『시민 윤리』, Ⅳ.4.), 지역성과 지구성을 서로 배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고 만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윤리와 사상』, Ⅳ.4.)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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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어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애가 자신의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각별한 애정으로서, 역사적
으로 볼 때 고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당위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국가애를 교육하기 위한 준거는 그
것이 인간의 본성에 토대를 두는 가치․덕목이요, 지고한 형태의 사랑이며, 민족애 내
지 민족주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바르게 이해될 경우 건실한 국제주의의 한 가지
기반이라는 점에 둘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그것은 실제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에 있어서, 다소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같은 네 가지의 준거들에 부합하여
강조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동 교과를 통한 국가애 교육과 관련
하여 몇 가지를 제언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국가애는 사심(私心)을 떠나 특별한 감정에 의하여 동기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동기는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예컨대, 어느 병사가 전장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
은 것과 그가 국가애의 감정을 실제로 체험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진정으로 적의
이념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 했을 수도 있지만, 군인으로서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쳤을 수도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정을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기법과 사례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애를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하여 강조해야 할 것이
다. 국가애는 사회적 공존에 관심 두기보다 자기 민족이 본래부터 우월하다고 믿는 자
민족 중심주의, 독립된 국가의 형성에 대하여 주된 욕구를 표현하는 국가주의,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광신적인 쇼비니즘(chauvinism), 맹목적
이고 공격성을 보이는 징고이즘(jingoism) 등과는 서로 차별성 있게 교육될 필요가 있
다. 국가애는 민주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셋째, 국가애가 보편적 형제애와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국가애는, 조
국에 대한 우선(優先)을 강조함으로써 일견하여 보편적 인간애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열렬히 싸워준 16개 국가 군인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반공, 자유, 평화 등)를 위해서 싸운 이상 그들도 한국에 대
하여 애국을 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평화는 항상 연대 의식의 열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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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teria of Patriotism Education and Its Practice in
Moral Studies in the Elementary & Secondary Schools
Kang, Du-Ho

Patriotism is the love of and devotion to one's country. It has been recognized
as a norm to the people of a country in the whole human history. In case of the
patriotism education we should take note of some criteria for it. The criteria are as
follows. Patriotism has its philosophical basis on human nature; Patriotism is a
sublime pattern of love; Patriotism is related with love for nation or nationalism;
and Fitting patriotism is a base for the internationalism. Despite some difference of
strength and weakness, the practice of patriotism education in Mora Studie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f Korea corresponds with these criteria.

Key words: patriotism, criteria, moral studies, practice, nature, love, love for nation,
nationalism, inter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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