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스승의 날/ 국가기념일

항목

스승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관련
교육과정

•도덕 5~6학년 ⑵–㈏ 웃어른 공경과 예절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스승의 날을 제정한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훈화용 자료

•스승의 날 유래와 의미
•스승의 날과 카네이션

참고문헌 및
출처

•김민환(2010).“스승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 국립민속박물관.
•최기호(2009).『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아시아편』
. 박문사.
•두산백과 온라인(http://www.doopedia.co.kr/)

시기

5월 15일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
•
‘스승’
이라는 말의 유래

▶스승의날유래와의미
매년 5월 15일로,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
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부에서 포
상하며, 이 날을 전후하여 각종 교육관련 행사를 추진한다. 각급 학교 동창회·여성단체·사
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은행사를 벌이며 특히, 지역마다‘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을 전개하
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 관계를 깊게 하기도 한다.‘스승의 날’
행사의 유래는 대한적
십자사 충남지사 청소년 단원인 강경여자고등학교(현. 강경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처음
으로 시작되었다.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전개하던 강경여자고등
학교 학생들이 1963년 이 날을‘은사의 날’
로 결의한 후 병환으로 누워 계신 은사님을 간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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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거나 퇴직하신 은사님을 찾아뵙고 스승의 높은 공로와 은혜를 기리며 위로해 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그 후 이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본부에 알려지게 되어 전국적으로 확
산되었다.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위원회(J.R.C.)에서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
하고 사은 행사를 하였다.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기념일인 5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각급 학교 및 교직 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
에 따라 사은 행사를 규제하여‘스승의 날’
이 폐지되었다가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
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른다.

▶스승의날과카네이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는 임금과 스승, 그리고 부모가 다르지 않다는‘군사부일체(君
師父一體)’
의 의미에서, 어버이 날에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듯 스승님께도 달아 드리
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스승의날제정취지문
1964년 5월 16일 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가 결의한 제정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정신적 인격을 가꾸고 키워주는 스승의 높고 거룩한 은혜를 기리어 받들며 청소년
들이 평소에 소홀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불러 일으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
로써 선생님과 학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제의 윤리를 바로잡고 참된 학풍을
일으키며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한 선
생님들의 노고를 바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기풍을 길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스승의 날」
을 정한다.’

▶‘스승’
이라는말의유래
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무당을 나타내는‘무격’
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
타내는‘사승’
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무격(巫覡)’
이란 말이 있
는데, 여기에서‘무(巫)’
는‘여자무당’
을,‘격(覡)’
은‘남자무당’
을 말한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무(巫)’
를‘스승 무’
라고 하고‘격(覡)’
을‘화랑이 격’
이라 되어 있다. 결국‘스승’
이란
‘여자 무당’
을 말한다는 것으로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는 대단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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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유래이다. 15세기의 문헌『월인석보』
에
는‘스승’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법(法)

치 닌 스승이오 ㅣ호 닌 제자(弟子)이라’
고

하였다. 또한 최세진의『훈몽자회』
에서는 불교의 중을‘스승(師)’
이라고 기록하였다. 옛날에
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사승(師僧)’혹은‘사(師)님’
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이다. 또한 고려
시대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해동잡
록(海東雜걧)』
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
건 간에 서로‘선생’
이라 호칭을 하였다.‘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
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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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홀랜드와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
‘홀랜드 오퍼스’
영화에 등장하는 홀랜드 선생님과 헬렌켈러의 스승 설리반 선생
님의 훌륭한 점을 찾아보자.

영화‘홀랜드 오퍼스’
는 음악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
화에 나오는 홀랜드 선생님은 작곡만을 꿈꾸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어
쩔 수 없이 음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
르치면서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졌습니
다. 선생님은 음악지도에 대한 열정은 물론 학생들의 숨겨진 능력을 계
발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변하였습니다. 학교와 수업에 무관심하
던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학
교생활도 착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을
다하신 후 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한 제자가
선생님께 바치는 말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에 모인 어느 누구도 선생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
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이고 멜로디이며 음악 작품인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출처】영화 다음(http://movie.daum.net)

미국의 여류 사회사업가인 헬렌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 되던 해에 병을
앓아 눈과 귀의 감각을 잃고 장님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훌륭
한 사람으로 만든 선생님이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귀머거리이자 비틀린 성격의 소녀를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으며 헌신하
였습니다. 장님이자 귀머거리인 헬렌켈러는 장애를 딛고 대학교육까지
받게 되었으며, 맹인 사회 복지사업가라는 명망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란
미지의 세계에서 어두움을 비추어 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1. 홀랜드 선생님과 설리반 선생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2. 두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요?

3.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서, 기억나는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어떤 점을 존경하는 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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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2

스승의 은혜 노래 익히기
여러분이 존경하는 옛 스승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익혀 보자.

1. 선생님을 어버이로 표현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2. 스승의 은혜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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