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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가기념일

항목

현충일

영역

국가기념일

관련
교육과정

•도덕 3~4학년 ⑶–㈏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
•사회 5~6학년 [역사 영역] ⑸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사회 5~6학년 [역사 영역] ⑹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현충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현충일의 의의를 깨닫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시기

훈화용 자료

•현충일의 유래
•국기 다는 법

참고문헌 및
출처

•국가보훈처 꾸러기 보훈광장 E–Book.『얘들아, 호국·보훈의 달 이야기를 들어볼래?』
(http://kids.mpva.go.kr/ebook/2012_hogook/JBook.htm)
•안전행정부(www.mospa.go.kr)
•한철호(2005).“현충일”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 국립민속박물관.

6월 6일

▶현충일의유래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
하는 기념일이다. 매년 6월 6일이며 관련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한 뒤부터 해마다 국립묘지에서 거국적인
현충일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배경에는 우리민족의 풍습이 반영되
었다. 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다. 망종은 보리가 익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로 예로부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날로 손꼽히는 날이다. 고려 현종 때는 전사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
내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현충일이 제정될 당시인 1956년에는 6월 6일이

170

망종이어서 이 날을 현충일로정한 것이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조기(弔旗)를 게양하
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
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
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다는법
구분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

다는 날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단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다는 날

Ⅲ.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171

학생 활동지.1

현충일의 노래 부르기
다음은 현충일의 노래이다.

㉮

㉯

㉰

1. 악보 가사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 쓰고, 이렇게 가사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보자.
㉮
㉯
㉰

2. 노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현충일의 노래를 불러 보자.

(정답 : ㉮ 겨레, ㉯ 나라,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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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2

현충일 기념 감사 편지쓰기
현충일을기념하며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노력한분께감사의편지를써보자.
1.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업적을 조사해 보자.

2.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께 감사의 편지를 써 보자.

Ⅲ.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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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3

현충일 관련 체험 학습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체험해
보자.

국립서울현충원(www.snmb.mil.kr)

국립대전현충원(http://www.dnc.go.kr)

전쟁기념관(www.warmemo.or.kr)

독립기념관(www.i815.or.kr)

체험 장소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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