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개천절/ 국경일

항목

개천절

영역

국경일

관련
교육과정

•사회 5`~6학년 [역사 영역]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개천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시기

훈화용 자료

•개천절의 유래

참고문헌 및
출처

•정영훈(2006).“개천절”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0월 3일

▶개천절의유래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기
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
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개천절은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 관련이 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천제(天帝) 환
인(桓因)이 홍익인간(弘益人間)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지상으
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하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민족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개천(開天; 하늘이 열림)이라 함은 최초의 인간공동체인 신
시를 열고 첫 국가 고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테면 민족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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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다. 광복 후 국경일을 정할 때 그 이름을 단군의
건국을 기념한다는 의미의‘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
로 하지 않고 개천절이라 한 것은 이 표
현이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3일의 3의 숫자를 길
수(吉겤)로 여겨 왔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을 짓고 행사를 시작한 것은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한다.
즉, 1900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갥喆)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
여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
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개천절 노래⌟
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
에 문교부가 위촉한‘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
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
능하다는 이유와‘10월 3일’
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
된⌜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Ⅲ.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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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단군왕검 이야기
단군왕검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아주 오래 전 하늘 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였다.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왔다.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였
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
하며 쑥과 마늘을 들고 동굴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곰은 잘 참아
내어 삼칠일(21일)만에 여인이 되었다.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분이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아사달을 도읍
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1. 단군왕검 이야기 중 아래 부분은 각각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자.
①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곳
인 태백산에 내려왔다.

②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쑥
과 마늘을 들고 동굴로 들어갔다. 하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여인이 되었고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③ 환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렸다.

2. 단군왕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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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2

개천절 노래에 담긴 의미
다음은 개천절 노래의 악보이다. 자료를 보고 아래에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1.‘개천’
을 뜻하는 가사를 찾아보자.

2. 개천절 가사 중‘단군’
이 들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Ⅲ.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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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3

지역별 개천절 행사
개천절에 실시되는 다양한 행사를 조사하고, 가까운 지역 축제에 참여해 보자.

10월 3일, 단군성전, 사직단 등에서
열리는 개천절대제전. 단군성전에

개천절
대제전

서 제례가 진행되고, 각지에서 전
통공연 및 부대 행사가 열림

사직단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참성
단이 있는 강화군에서 개최하는 축
제.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강화군

강화개천
대축제

민한마당과 축하공연, 강화군 농산
물 큰 잔치와 각종 체험 이벤트를
개최함
강화개천대축제

【출처】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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