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을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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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의 24절기
가을에 있는 24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7월에는 입추(立秋)·처서(處暑), 8월
에는 백로(白露)·추분(秋分), 9월에는 한로(寒露)·상강(霜降)이 있다.
입추는 설 립(立), 가을 추(秋)로서 ‘가을에 들어서다’ 혹은 ‘가을이 시작되다’
의 뜻이다. 입추는 양력으로는 8월 8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7월로서 이때부
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24절기는 본래 중국 화북지방
의 기후를 기준으로 정해져 우리나라로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
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양력으로 8월 초가 오히려 1년 중 가장 더운 것이 이
때문이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때이다. 따
라서 조선시대에는 입추가 지나서 비가 5일 이상 내리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다고 한다1). 입추가 지난 뒤에는 간혹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
작하는데, 특히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한다. 한편, 이 무렵에는 김매기
도 끝나고, 농촌도 비교적 한가해지기 시작한다.

1) 기청제(祈晴祭: 빌 기·갤 청·제사 제)란 비를 멎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제사를 가리킨
다. 이처럼 곡식이 여무는 입추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입추 무렵에 날씨
를 보고 점을 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
고, 비가 많이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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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것은 모내기와 보리수확으로 매우 바쁜
망종 때에 ‘망종에는 발등에 오줌 싼다.’와 대조가 되는 말이다.
처서는 처할 처(處), 더울 서(暑)로서 ‘더위가 물러간다’ 혹은 ‘더위가 그친다’란 뜻이다. 처서는 양
력 8월 23일 무렵, 음력 7월 15일 무렵이며,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한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는 계절이기 때문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파리·모기가 점
차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한 이 무렵은 음력 7월 7일 백중(百中)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2).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처서 무렵이면 벼의 이삭이 여무는 때이고, 이 때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잘 익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處暑雨]’라
고 하는데,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의 든 쌀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다. 처서에 비가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백로는 흰 백(白), 이슬 로(露)로서 ‘흰 이슬이 내린다’는 뜻이다. 백로는 양력 9월 9일 무렵으로
대개 음력 8월이 되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백로라고 한 것은 이때가 되면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백로
에서 추분까지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말하기도 했다.
즉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中侯)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末候)에
는 뭇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한다. 백로 무렵은 장마가 이미 끝난 뒤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본격적으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은 징조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볏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
기 전에 여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충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린다고 생각했으며, 경남에서
는 백로에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 섬지방에서는
백로에 비가 오면 풍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한편 백로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

2) 호미씻이[洗鋤宴: 씻을 세·호미 서·잔치 연]란 7월이 되면 농촌에서 논밭일이 거의 끝나고 비교적 한가할 때,
논이나 밭을 맬 때 사용하는 호미를 씻어 둔다는 것에서 유래한 풍습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써레를 씻어 둔다
고 해서 ‘써레씻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먹고 마시며 춤과
노래를 즐겼다. 또한 백중(百中)을 전후에서 ‘백중장’이 서는데, 이때에는 놀이와 노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는 난장(亂場)이 펼쳐진다. 이 백중장이 설 때면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새 옷 한 벌과 장에 나가 먹고 쓸 돈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처럼 하루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백중장날을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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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분을즈음하여논밭의곡식을거두어들이고
목화를따고고추도따서말리며
그밖에도잡다한가을걷이일이있다.
호박고지,박고지,깻잎,고구마순도이맘때
거두고산채를말려묵나물을준비하기도한다.

하거나 잠시 쉬는 동안 부녀자들은 근친(覲親)을 가기도 했다3).
추분은 가을 추(秋), 나눌 분(分)으로서 ‘가을의 정 중앙’이란 뜻이다. 추분은 양력 9월 23일 무렵
으로, 음력으로는 대개 8월이 된다. 봄의 절기인 춘분(春分)과 마찬가지로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
이가 같아진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
다.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지만 기온을 비교해보면 추분이 약 10℃ 정도 높
다. 이것은 여름 더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걷이 일이 있다.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
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고 산채를 말려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
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도 있다.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해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다.
한로는 찰 한(寒), 이슬 로(露)로서 ‘찬 이슬이 내린다’의 뜻이다. 음력으로는 9월, 양력으로는 10월
8일 경이며,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처럼 한로에는 찬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3) 근친(覲親: 뵐 근·부모 친)이란 시집간 딸이 시부모로부터 말미를 얻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일을 가리
키는 말로서 ‘귀녕(歸寧)’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아래에서는 며느리의 바깥출입도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출가외인’이니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처럼, 사돈 간에 왕래하면서 가까이 지
내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았다. 따라서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혹은 제삿날에만 근친을 갈 수 있었다. 근친을 갈 때
에는 흔히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가져가는데, 형편이 넉넉하면 버선이나 의복 등 선물도 마련해서
가져간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근친을 못하게 될 때에는 ‘반보기[中路相逢]’를 하여 친정식구를 만나기도 했다.
반보기란 양가에서 미리 연락하여 날짜를 정하고 시가와 친정의 중간쯤,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하여 친정어
머니와 출가한 딸을 만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의 회포도 풀고 음식
도 권하며 하루를 즐기다가 저녁에 각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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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다. 한편,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한로와 상강(霜降) 무렵에 서민들은 추어탕(鰍魚湯)을
즐겨 먹었다.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 고기’라는 뜻에서 미꾸라지를 추어(鰍魚)라고 불렀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미꾸라지가 양기(陽氣)를 돋우는 데 좋다고 말한다.
상강은 서리 상(霜), 내릴 강(降)으로서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다. 양력으로 10월 23일 무렵이 된
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이때는 단풍
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이 된다. 중구일과 같이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계절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모작이 가능한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보
리파종을 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9월에 시작한 추수가 모두 끝나는 시기이다.

가을의 명절과 세시풍속
가을철 대표적인 명절과 세시풍속으로는 7월의 칠석(七夕)과 백중(百中), 8월의 추석(秋夕), 9
월의 중양(重陽) 등이 있다.

칠석

칠석이란 음력 7월 7일을 가리킨다. 이 날은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
는 날’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하여 내려온다4). 이러한 이야기는 7월 7일 저녁, 은하수를 사이에 두
고 동서로 갈라졌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최남선은

4)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결혼하였다. 그들은 결혼하고도 놀고 먹으며 게으름을 피우
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 부
부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건널 수 없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태우면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석날에 이들을 만나게 해 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다
리를 놓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작교(烏鵲橋: 까마귀 오·까치 작·다리 교)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칠
석날이 되면 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임을 만나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진다. 그래서 칠
석날에는 까치와 까마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며, 까마귀와 까치는 이날 다리를 놓느라고 돌을 머리에 이고
다녀 머리가 모두 벗겨지게 된다고 한다. 칠석날 전후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
가 서로 타고 갈 수레 준비를 하느라고 먼지 앉은 수레를 씻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 비를 ‘수레 씻는
비’ 즉 ‘세차우(洗車雨: 씻을 세·수레 차·비 우)’라고 한다. 또한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
봉하여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내리
는 비를 ‘쇄루우(灑淚雨: 뿌릴 쇄·눈물 루·비 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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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석날의가장대표적인풍속으로는여자들이길쌈을
잘할수있도록직녀성에게비는것이다.
이날새벽에부녀자들은참외,오이등과일을상위에
올려놓고절을하며여공(女功:길쌈질)이늘기를비는데,
얼마후에음식상위에거미줄이쳐져있으면하늘에
있는선녀가소원을들어주어길쌈이늘것으로믿었다.

『조선상식(朝鮮常識, 1948)』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한 번씩 마주치게 보이는 것은 일찍
이 중국 주대(周代) 사람들이 해마다 경험하는 천상(天象)의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차츰 신기한
전설적 요소가 덧붙어 한대(漢代)에 와서 칠석의 전설이 성립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칠석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여자들이 길쌈을 잘할 수 있도록 직녀성에게 비는 것이
다. 이 날 새벽에 부녀자들은 참외, 오이 등 과일을 상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며 여공(女功: 길쌈
질)이 늘기를 비는데, 얼마 후에 음식상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하늘에 있는 선녀가 소원을
들어주어 길쌈이 늘 것으로 믿었다. 또한 처녀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은 다음, 그 위에
고운 재를 평평하게 담은 쟁반을 올려놓고 바느질 재주가 있게 해달라고 빌고 난, 다음날 쟁반의
재에 무엇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좋은 징조라고 믿었다. 이러한 풍속은 직녀를 하늘에서 바느
질을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7월이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김매기를 마치고 추수 때까지는 다소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인데, 이 때 농가에서는 여름 장마기간 동안 눅눅했던 옷과 책을 말
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 날은 집집마다 말리는 옷과 책으로 마당이 가득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
記, 1849)』에 “7월 7일 인가에서는 옷을 햇볕에 말리는 옛날 풍속이 있는데, 이 날에 말리는 옷과 책
의 수량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최남선의 『조선상식
(朝鮮常識)』에서는 “칠석은 원래 중국의 속절(俗節)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공민왕(恭愍王)은 몽고
왕후와 더불어 내정에서 견우·직녀성에 제사하였고, 또 이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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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이란음력7월보름경의절기이며,
백종(百種),중원(中元)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한다.
망혼일(亡魂日)이라한까닭은돌아가신
부모님의혼을위로하기위해새로수확한술,음식,
과일을차려놓고간소한제사를드린데에서비롯되었다.

백중

백중이란 음력 7월 보름경의 절기이며, 백종(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5). 백종(百種)은 이 무렵에 온갖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
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며, 중원(中元)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서 이날에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 또한 망혼일(亡魂日)
이라 한 까닭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 수확한 술, 음식, 과일을 차려 놓고
간소한 제사를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백중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전해온다. 우선 가정에서는 처음 익은 과일을 거두어 사당에 올렸
으며, 궁중에서는 이른 벼를 베어 종묘에 바쳤다. 또한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날이 되면 머슴들과 일꾼들은 특별히 장만한
아침상, 새 옷과 돈을 받는데, 이것을 ‘백중돈 탄다’라고 하였다. 백중돈을 탄 사람들은 장터에 나
가 물건을 사거나 놀이를 즐기기도 하는데, 이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고 하였다. 백중

5) 백중(百中)을 부르른 다른 명칭으로는 백중(白中), 백중(百衆), 백종(百種), 백종절(百種節), 중원일(中元日), 망
혼일(亡魂日) 등이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통상적으로 백중(百中)이라고 한다. 백중은 원래 불가에서 부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일을 합한 4대 명절에 더하여 우란분재(盂蘭盆齋: 음력 7월 보름날의 행사로서 조상의 넋
과 부처 및 중생(衆生)에게 공양하는 날)가 행해지는 5대 명절에 해당된다. 우란분(盂蘭盆)은 범어의 ‘Ullamana’
를 음사(音寫)한 오람파라(烏籃婆拏)가 와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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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씨름 등 갖가지 흥미 있는 놀이와 구경거리가 있어서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나 일꾼들
은 한껏 즐길 수 있는 날이었다. 이처럼 백중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
이다. 이러한 백중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호미걸이, 호미씻이, 술멕이, 풋굿, 질먹
기, 진서턱(진세턱)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이 날 농신제(農神祭)와 더불어 집단놀이를 행했는데, 이를 ‘백중놀이’
라고 한다. 이 놀이는 농촌에서 힘겨운 새벌논매기를 끝내고 여흥으로 여러 가지 놀이판을 벌여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종의 마을잔치이다. 이날은 그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호미씻이’라고 한다. 호미씻이는 지방에 따
라서 초연(草宴), 풋굿, 머슴날, 장원례(壯元禮)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
일을 가장 잘한 머슴을 과거시험에서 장원(壯元)한 것에 비유하여 머슴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도
롱이를 입히고 머리에 삿갓을 씌워 우습게 꾸미고 지게나 사다리에 태우거나 혹은 황소 등에 태
워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이 때 방문한 집주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다. 그래서 이날
을 머슴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 마을 어른들은 머슴이 노총각이나 홀아비면 마땅한 처녀
나 과부를 골라 장가를 보내고 살림도 장만해 주었다. 옛말에 ‘백중날 머슴 장가간다’라는 말이 여
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신라의 풍속에 백중일을 기해서 부녀자들의 삼삼기 풍속이 있었다6). 이
에 대한 유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 신라 3대 유리왕조의 삼삼기 풍속에 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추석
추석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서 한가위7),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
고 한다. 한가위를 추석, 중추절(仲秋節·中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 한 것은 훨씬 후대
에 와서 생긴 것이다. 즉 한자가 전래되어 한자 사용이 성행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중추(中秋)’니
‘추중(秋中)’이니 하고, ‘칠석(七夕)’이니 ‘월석(月夕)’이니 하는 말들을 본받아 이것을 합성하여 중추

6) 삼삼기란 삼베를 짜기 위해 삼을 한 올 한 올 이어 실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삼삼기는 삼베를 짜는 중요한 과
정으로서 음력 7월을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삼베를 짜기 위해 삼올의 머리 쪽을 묶어 일정한 크기의 묶음으로
보관하는데, 이를 ‘가래’라고 한다. 삼베 한 필(20자)을 짜는데 약 100가래가 필요한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동
안 15가래를 삼을 수 있다고 한다.
7) 한
 가위의 한은 ‘하다(大·正)’의 관형사형이며, 가위란 ‘가배(嘉俳)’를 의미한다. 이때 가배란 ‘가부·가뷔’로서 ‘가
운데’란 뜻이다. 현재에도 영남 지방에서는 ‘가운데’를 ‘가분데’라고 하며, ‘가위’를 ‘가부’, ‘가윗날’을 ‘가붓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8월 중에서도 정가운데란 뜻으로 정중앙을 ‘한가분데’ 또는 ‘한가운데’라고 하듯이 ‘한’은
제일(第一) 혹은 큰(大)의 뜻 이외에도 한(正)의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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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기원이나유래에대해서는
정확히알수없지만,고대의달에대한신앙에서
유래한것으로짐작할수있다.
고대사회에서는세상을밝혀주는
태양과만월(滿月:보름달)은고마운존재였다.

(中秋)의 추(秋)와 월석(月夕)의 석(夕)을 따서 추석(秋夕)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대의 달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한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과 만월(滿月: 보름달)은 고마운 존
재였다. 특히 보름달이 뜨면 맹수와 외적의 접근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예로부
터 보름달이 뜨면 축제를 벌여 왔는데, 보름달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8월 15
일을 특별하게 기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
(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
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했다.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서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
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이 때 진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
이라 하였다.”
추석의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 성묘(省墓), 차례(茶禮),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수월래, 원
놀이, 가마싸움, 씨름, 반보기 등을 들 수 있다.
벌초와 성묘는 추석에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거나 무덤
주위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차례는 추석 당일 이른 아침에 사당(祠堂)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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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여 고조(高祖)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차례를 지낼 때는 설날과 다르게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며, 조상에 대한 추원보본(追遠報本)8)과 천신제(薦新祭: 새로운 수확을 바치는 제
사)를 겸하기 때문에 제수(祭需)는 반드시 새로 수확한 것으로 한다. 소놀이는 추석날 차례를 마치
고 난 후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상쇠의 선도
에 따라 한바탕 신나게 풍물을 울리며 어우러지는 놀이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허리를 굽
히고 그 위에 멍석을 뒤집어씌우며 뒷사람은 큰 새끼줄로 꼬리를 달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하며 부잣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음
식대접을 받는 놀이를 가리킨다. 원놀이란 서당의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재치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께 소장을 내어 그 판결을 받는 모
의재판과 비슷한 놀이이다. 이때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하지만 서투른 원님
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다. 가마싸움은 학동들이 훈장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마를 만들어 이웃마
을 학동들과 혹은 이웃 서당의 학동들끼리 대결을 하는 놀이이다.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
가 달음질해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이 지게 되는데, 이긴 편에서 그 해에 급제자가 나온
다고 믿었다. 반보기란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
고 만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집간 여자들이 사정이 있어서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없을 때, 중
간 지점에서 친정식구와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을 말한다.

중양

중양이란 음력 9월 9일로서 중구(重九)는 9월 중의 유일한 절기이며, 중양(重陽) 또는 중광(重光)
이라고도 한다. 중양·중광은 ‘양(陽)이 겹친다’는 뜻이며, 중구는 ‘9[九]’ 수가 겹친다는 뜻으로 풀이

8) 추원보본(追遠報本)이란 “조상을 추모하고, 낳아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서 『논어(論語)』 「학이(學而)」
의 “증자가 말하였다. 상례를 신중히 하고,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덕하게 될 것이다(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厚矣).”에서 유래한 말이다.
9)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 짝수[隅數]를 ‘음(陰)의 수’라고 하여 ‘양의 수’를 길수(
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5월 5일)·칠석(7월 7
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吉數)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이러한 기수민속
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 모두 중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중양이라고 하면 중구(重九)를 가리킨다.
중양을 비롯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대(漢代) 이래로 중구절에 상국(賞菊)·
등고(登高)·시주(詩酒)의 풍속이 있었고, 당송대(唐宋代)에도 관리들의 휴가일로서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었
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구의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
루(月上樓)에서 군신이 중구에 연례적으로 모여서 시가(詩歌)를 즐긴 듯 하며, 고려시대에는 중구의 향연을 국
가적으로 정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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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는지방에따라다양한풍속이전하여온다.
예컨대성주단지에햇곡식을갈아주며
제물을차려성주차례를지낸다.추석무렵에햇곡식이
나지않아차례를지내지않은지역에서는이날에
차례를지내는데,이것은처음으로생산되는
햇곡식을조상에게바치고자하는
정성이담겨있는것으로보인다.

된다9). 조선 세종 때에는 삼짇날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추석에 행하던 기로
연을 중구로 옮기고 유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
월 조에 보면, “서울의 풍속을 보면 중구날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며 단풍놀이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중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우리의 풍속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문인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10)를 보면 중구에 대한 시(詩)가 있
는데, 이 시는 중구의 풍속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금꽃을 처음 거두어다가 둥근 떡을 구워
놓고 상락주(桑落酒: 중양절(重陽節)의 술을 가리킴)를 새로 걸러 자그마치 술지게미를 짜냈다. 붉
은 잎 가을 동산에 아담한 모임을 이루었으니, 이 풍류가 억지로 등고(登高)놀이하는 것보다는 낫
다.” 중구에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풍속이 전하여 온다. 예컨대 성주단지에 햇곡식을 갈아주며 제
물을 차려 성주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기일(忌日)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연고자 없이 떠
돌다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추석 무렵에 햇곡식이 나지 않
아 차례를 지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날에 차례를 지내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생산되는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고자 하는 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여름에 있던 모기가 이 날부터 없어지고, 3월 삼짇날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다시 강
남으로 돌아가고 뱀과 개구리가 동면하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날로 믿었다.

10) 『세시풍요(歲時風謠)』란 유만공(柳晩恭)이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소재로 하여 정월(正月)부터 섣달까지의 계
절변화에 따른 온갖 생활상을 칠언시(七言詩) 200여 수에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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