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세계여러나라의명절과축제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기 독특한 명절과 축제가 있다.

이러한 문화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처럼 특정한 나라에만 전통적으

로 내려오는 행사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라도 그 나라의 기후나 풍습에 따라 즐기는

모습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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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수감사절(왼쪽)

과 프랑스의 혁명 기념

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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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국의 국교회를 피해 신 륙 아

메리카로 이주한 개신교 교도들이 그곳에서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감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에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국민들이 절 왕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성 한 행사가 벌어진다.



생각해 보기

중국의 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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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니! 

현수는 지금도 아빠가 태어나서 자란 전통 한옥에 사시는 할아버지 에 가면 신

발을 벗어 놓고 마루에 올라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외할아

버지 에 가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신발을 벗어 놓고 안으로 들어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양 건물과 다름없는 아파트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에는

부분 현관에 낮은 턱이 있어서 신발을 벗어 놓고 거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현수가 미국에 살 때는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의 높이가 똑

같았다. 미국 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현수 혼자 신발

을 벗고 들어가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 다음

부터 현수도 친구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았

지만, 그래도 기분이 이상했다. 

미국 친구들이 처음으로 현수네 집에 놀러 왔을 때,

모두들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 집에

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을 하자 모

두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의 관습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무심코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선다. 

기독교 국가인 오스트레일리

아의 가장 큰 명절은 4월의 부활

절(이스터)이다. 이때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휴가를 얻어 뜻 깊은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 

중국에서는 설날을 춘절, 추석

을 중추절이라고 부른다. 그중

에서도 가장 큰 명절은 춘절이며 우리나라처럼‘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보통 보름

에서 길게는 한 달을 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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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살고있는외국인을초 하여그나라의역사, 전통, 풍습과문화그리고그

들의생활에 해들어보자. 또다른나라에가본친구들이있다면보고느낀점에

해질문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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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한나라를정해그나라의축제나명절, 국경일을표시한문화달력을만들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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