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고급) 

1. 학습단원: 추석 

2. 학습목표: 추석의 의미를 알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는 우리의 고유 명절임을 인지 한다. 

3. 학습평가: 학습 참여도 위주로 평가 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한국 추석과 다른 나라의 비슷한 명절에 대해 알아보며 

흥미 유발 

➢ 미국의 Thanksgiving Day, 중국의 중추절,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일요일,일본의 오봉등 

 

 

10 분 

사진 

전개 1. 학생들이 알고 있는 우리 추석에 대해 발표 

 

2. 우리 추석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른 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확인하고  공통점 파악 

➢ 음력으로 8 월 15 일 (가을이라 수확의 계절임) 

➢ 일년의 풍성한 수확에 대해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 

➢ 한가위 때는 만물이 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관련 속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 수확과 추수를 기념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다는 공통점 

 

3.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명절에 

대해 차이점과 다른 점 파악 

➢ 각 명절의 시기 

➢ 각 명절의 의미 

➢ 각 나라의 명절의 특별한 음식 

➢ 각 나라의 명절의 특별한 활동 

 

4. 예전의 추석과 현재의 추석 풍경의 다른 점 설명 

    귀경을 위한 기차표 ,고속버스 표 사기, 역귀경 설명 

5 분 

 

 

10 분 

 

 

 

 

 

 

 

 

 

 

20 분 

 

 

 

 

 

 

 

10 분 

 

 

 

 

 

 

 

 

1.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  

 

2.관련 이미지와 

   용어 습득 위한  

   관련 자료  

정리 각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의 이름과 의미 그리고 

특별한 음식과 활동을 정리 

5 분  



교사용 지도 자료 

1.추석: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명절이다. 3 대 명절은 추석,설,단오이다 

우리나라는 농업 기반 국가였기 때문에 음력이 중요했고 추수를 하는 계절인  가을의 음력 8 월 15 일에수확에 

대한 고마움을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기쁨을 나눈다. 추석에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귀성을 위한  기차표 줄서기등-> 현재는 역귀경(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온다)이 빈번하다 

2..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에 대해 알아본다 

나라 명절이름/시기 의미 음식과 놀이 하는 일 

한국 추석/음력 8 월 15 일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햇쌀로 송편을빚는다/ 

전,토란탕/ 

강강술래,소놀이,줄다리기 

 

고향방문/달맞이 

차례/성묘/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낸다 

미국 Thanksgiving Day/ 

11 월 마지막 목요일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 

Turkey(칠면조 고기)와 

Pumpkin(호박) 파이 

고향방문/ 

가족과 시간 

중국 중추절(仲秋節) 설날에 비해 조용하게 

보냄 

가족의 행복 기원 

월병/달보기 고향방문/제사 

러시아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 월 8 일 직전의 

토요일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가족의 안녕에 대해 

감사 

햇곡식과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준비하여 즐기고 

햇곡식으로 빚은 보드카 

성묘/새들에게 모이 

주기 

일본 오봉(お盆)/ 

8 월 15 일 

조상의 은덕에 감사 쇼료우마/불꽃놀이/봉오도리 

 

고향방문/제사/성묘 

 

a. 한국의 추석 

   

                         전                                                             송편                                                                토란탕 



  

  

차례:추석과 설에 조상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풍습 

성묘:산소를 찾아 조상님을 기억하는 풍습 

강강술래: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줄다리기: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굵은 밧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소놀이: 두 사람이 소머리와 소꼬리로 분장한 후 집집마다농악대와 다니며 흥겨운 놀이를 한다 

송편:추석에 먹는 반달 모양을 한  떡 

b. 중국의 중추절 

가족들이 모여 달맞이는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달을 감사하며 소원을 빕니다. 

옛날에는 달에 제사를 지낸 후 월병을 가족 인원수에 맞춰 똑같이 잘라 나눠 먹거나, 월병에 서로의 행복이나 

화합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은 쪽지를 적어 넣는 풍습이 있었다. 

월병   



c.일본의 오봉 

  

쇼료우마는 오이와 가지, 나무 막대 등으로 동물 모양으로 만든 음식이다. 

빨리 달리는 말을 상징하는 ‘오이’는 조상님이 저승에서 빨리 집으로 올 수 있게 하고, 걸음이 느린 소를 상징하는 

‘가지’는 조상님이 저승으로 천천히 돌아가길 바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봉오도리: 똑같은 춤을 추고 퍼레이드를 한다 

 

d. 미국의 Thanksgiving Day-청교도 이주 이야기에서 전래된 Turkey(칠면조 고기)와 Pumpkin(호박) 파이를 먹는다 

 

e.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의 토요일 

           

f.그 밖의 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필리핀-만성절(All Saint’s Day)                     베트남- 쭝투 음력 8 월 15 일            프랑스-11 월 1 일  투생 



 3.예전의 추석과 현재의 추석 풍경 비교 

동대문시장. 1962 년 9 월 10 일 

 

 

빗속의 귀성예매 대열 추석 

귀성객을 위한 고속버스승차권 

예매가 15 일 서울여의도에서 

시작되자 3 분의 1 일인 

1 만 5 천 6 백여장이 팔렸다. 

(1985 년 9 월 15 일) 

 

광주행 고속버스표를 예매한 

여의도광장에는 3 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삽시간에 표가 동나버렸다. 

(1982 년 9 월 19 일 정오) 

 



 
 

 
 

   

역귀경 

 

4.PPT 포함 동영상:외국도 추석이 있을까?? 세계 각국의 추석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gxg5HtTlK0 

 

가다가 쉬다가... 

추석인 14 일오전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는 귀성객과 성묘객들의 

차량이 몰려 

평소보다 2~3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1989 년 9 월 14 일) 



*학생 배부자료 * 

1.세계 여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