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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 국가기념일

항목

어버이 날

영역

국가기념일

관련
교육과정

•도덕 3~4학년 ⑵–㈎ 화목한 가정
•도덕 5~6학년 ⑵–㈏ 웃어른 공경과 예절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어버이 날 제정 이유와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효의 의미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시기

훈화용 자료

•어버이 날 제정 이유와 유래
•다른 나라의 어버이 날

참고문헌 및
출처

•함한희(2010).“어버이 날”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 국립민속박물관.
•김경제(2013).“어버이 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법제·행정편』
. 한국학중앙연구원.

5월 8일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어버이 날
•어버이 날과 카네이션

▶어버이날제정이유와유래
어버이의 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
덕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어버이의 날 유래는 어머니 날에서 찾을 수 있다. 1956년부터 해마
다 5월 8일을‘어머니 날’
로 지정하여 17회에 걸쳐 경로효친의 행사를 해 오던 과정에서
1973년 3월 30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6615호)으로‘어버이의 날’
이라 변
경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어버이의 날 제정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본이 된‘효’사상의
계승은 물론,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등을 발굴하여 포상
하고 격려하는 데 기여한다. 이 날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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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어버이날
국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어버이 날

미국

5월의 2번째 일요일

6월의 3번째 일요일

7월의 4번째 일요일

베트남

-

-

7월 7일

중국

5월의 2번째 일요일

6월의 3번째 일요일

-

일본

5월의 2번째 일요일

6월의 3번째 일요일

-

그리스

1월 8일

-

-

노르웨이

2월 3번째 일요일

-

-

슬로베니아

3월 6일

-

-

멕시코

5월 10일

-

-

과테말라

5월 10일

-

-

오만

5월 10일

-

-

폴란드

5월 26일

-

-

볼리비아

10월 9일

-

-

파나마

12월 9일

-

【출처】http://ptpkorea.org/130108316018

▶세계여러나라에서의어버이날
어버이 날은 본래 한국에서 생긴 것은 아니며,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
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어버이날과카네이션
어버이 날에 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이 풍습의 기
원은 어버이 날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다.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Ann Jarvis)
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
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었고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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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나누어 주며, 어머니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
일이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각 가정
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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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어머니의 마음 노래 익히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어머니의 마음’노래를 불러 보자.

1.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러 보자.

2. 효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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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카네이션 만들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카네이션을 만들고 감사의 글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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