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추석/ 명절

항목

추석(秋夕)

영역

명절

시기

관련
교육과정

•바른생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초등학교 슬기로운생활: 추석 알아보기
•즐거운생활: 민속놀이하기
•사회 5~6학년 [지리·일반 사회 영역] ⑹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추석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추석에 즐기는 풍속과 놀이를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훈화용 자료

•추석의 어원
•추석의 유래

참고문헌 및
출처

•나경수(1998).『광주·전남의 민속연구』
. 민속원,
•김명자(2010).“추석”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 국립민속박물관.
•국가기록원(http://theme.archives.go.kr)

음력 8월 15일

•추석의 풍속과 놀이

▶추석의어원
추석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한다. 한가위의
한은 '하다(大·正)'의 관형사형이고, 가위란 '가배(嘉俳)'를 의미한다. 이때 가배란 '가부·가뷔
'의 음역(音譯)으로서 '가운데'란 뜻인데, 지금도 영남 지방에서는 '가운데'를 '가분데'라 하며, '
가위'를 '가부', '가윗날'을 '가붓날'이라고 한다. 한가위를 추석,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 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즉 한자가 전래되어 한자 사용이 성행했을 때 중국 사람
들이 '중추'나 '추중', '칠석(七夕)', '월석(月夕)' 등으로 부르던 말을 따서 합하여 중추(中秋)의 추
(秋)와 월석(月夕)의 석(夕)을 따서 추석(秋夕)이라 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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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유래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
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
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둥근 달 아
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를 자
연스럽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일 년 중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
겨지게 되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
(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
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
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
고 하였
고, 또“이때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
(會蘇曲)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추석의풍속과놀이
벌초와 성묘│추석에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는데 이를
벌초라 한다. 옛날 조상의 묘를 풍수설에 의한 명당에 쓰기 위하여 몇 십리 먼 곳에까지 가서
쓰는 수가 많았고, 또 묘를 쓴 다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묘가 집 근처가 아니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추석을 맞이하여서는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을 효성
의 표시와 도리로 여겼다.

차례│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에 모여 고조(高祖)까지의 차례를 지
낸다. 설날에 지내는 차례와 다른 점은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소놀이│소놀이는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
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서 소싸움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임시로 벌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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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추석날마다 벌인 소싸움은 경
상남도 일원과 경상북도 청도 지역 등 이른바‘가야문화권’
에서만 전승되어 있다.

씨름│씨름은 두 사람이 맞잡고 힘과 기술을 부리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
부를 결정하는 경기이다. 경기 방식에 따라 선씨름, 띠씨름, 바씨름, 왼씨름, 오른씨름이 있
다. 선씨름은 서서 하는 씨름이며, 띠씨름은 허리에 두른 띠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는 씨름이고,
바씨름은 오른팔과 다리에 샅바를 감고 겨루는 씨름이다. 왼씨름은 샅바를 오른쪽 넓적다리
에 매고 상대방이 이를 왼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이고, 오른씨름은 왼다리에 맨 샅바를 상대
가 오른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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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시에 나타난 추석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고 느낌을 살려 여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1. 추석 전날 어떤 일을 하였나요?

2. 주변의 풍경은 어떠하였나요?

3. 주변의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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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2-1

차례상 차리기
상차리기 설명에 따라 아래의 차례상을 그림으로 완성해보자.

1) 물고기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놓는다.
2)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3)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는다.
4) 고기적과 부침전은 중앙에 위치한다.
5) 마른 음식은 왼쪽에, 물기가 있는 음식은 오른쪽에 놓는다.
6)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7)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8) 반(밥)은 서쪽에, 갱(국)은 동쪽에 차린다.
9) 날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차린다.

물고기

사과

배

대추

밤

감

어포

식혜

밥

국

나물

한과

산적

1. 전통 차례상과 오늘날 차례상의 같은점과 다른점을 찾아보자.

2.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세계 여러 지역의 명절을 조사해 보자.

3.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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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생 활동지.2-2

차례상 차리기
<활동지 2 - 1>의 상차리기 설명에 따라 아래의 차례상을 그림으로 완성해 보자.

북

서

동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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