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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름 세시풍속

진성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여 름 철 의  2 4 절 기

여름에 있는 24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4월에는 입하(立夏)·소만(小滿), 5월

에는 망종(芒種)·하지(夏至), 6월에는 소서(小暑)·대서(大暑)가 있다.

입하는 설 립(立), 여름 하(夏)로서 ‘여름에 들어서다.’ 혹은 ‘여름이 시작되다.’

란 뜻이다. 입하는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는 대개 5월 6일 전후가 된다. 입하에

는 곡우에 마련한 못자리에 싹이 터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집안에

서는 부인들이 누에치기에 한창인 시기이다. 이 무렵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쥐참외[玉瓜]도 나온다. 온 산이 푸

르게 물들며 농작물도 자라지만 더불어 잡초도 많아져 해충도 늘어나는 시기이

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서 맥량(麥凉), 맥추(麥秋)라고

도 부르며,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하(維夏)

라고도 부른다.

소만은 작을 소(小), 찰 만/익을 만(滿)으로서 ‘조금 차다.’ 혹은 ‘조금 익다.’란 

뜻이다. 소만은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는 5월 21일 경이 된다. 소만부터는 

여름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며, 식물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약한 더위가 온다. 특

히 소만은 모내기 준비에 매우 바쁜 시기인데, 이른 모내기, 가을보리 먼저 베

기, 여러 가지 밭작물의 김매기를 한다. 계절 음식으로는 씀바귀를 먹는데, 냉

이는 점차 없어지고 보리이삭이 누렇게 익어 생산되는 시기이다. 『농가월령가

(農家月令歌)』에 “4월이라 맹하(孟夏: 초여름)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라고 했

다. 소만 무렵에 가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농가에서는 미리 물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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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부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

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은 까끄라기 망(芒), 씨 종(種)으로서 ‘씨를 뿌린다.’는 뜻이다. 망종은 음력 4월 혹은 5월, 양

력 6월 6~7일 경이 된다.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이

다. 예로부터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다.”, “망종에는 햇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보리 베기와 모내기로 농촌이 몹시 바쁜 때이다. 늦어도 망종 전

에는 보리를 베고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리농사를 짓는 남쪽지방에서는 “망종에는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1). 특히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망종에 풋보리를 베어다 

불에 그슬린 ‘보리 그스름’을 먹으면 이듬해에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망종에 하늘에

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 그해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제주도에서는 망종에 우박이 내

리면 길조(吉兆)라고 생각했으며, 이 날 보리 이삭을 뜯어 와서 솥에 볶아서 맷돌에 갈아 보릿가루

를 만든 후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는 여름 하(夏), 이를 지/지극할 지(至)로서 ‘여름의 기운이 지극하다.’는 뜻이다. 하지는 음력

으로 5월, 양력으로 6월 21일 경이 된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어 대략 14시간 35분이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아 일사 시간과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남부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

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에 모두 끝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다. 농촌에

서는 하지 이전에 모내기가 모두 끝나는데, 하지가 되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도 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먹을거리로서 햇감자로 감자전을 부쳐 먹었다.

소서는 작을 소(小), 더울 서(暑)로서 ‘조금 덥다.’란 뜻이다. 소서는 음력 6월, 양력 7월 7~8일 경

이 된다. 예로부터 소서를 전후로 장마가 있었으며, 대체로 소서에 논매기를 하였다. 또한 하지에 

심은 콩·팥 같은 농작물의 김을 매주는데, 이때 퇴비를 마련하고 논두렁의 잡초를 제거한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갖가지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온다. 특히 단오를 전후하여 밀가

1)  매년 찾아오는 현충일(1956년 제정)이 2011년 올해로 제65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충일이란 드러낼 현(顯), 충성 

충(忠), 날 일(日)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분들의 뜻을 널리 드러내는 날’이다. 이 날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

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장병(戰歿將兵)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弔旗)를 달고,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온 국민이 약 1분간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을 한다. 그런데 왜 하필 현충일을 6월 6

일로 정했을까? 그것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인 망종(芒種)에 예로부터 제사를 지

내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망종은 24절기 중 모내기와 보리 베기가 겹치는 날로서 이 무렵 농촌은 1년 중 가

장 바쁜 때였다. 특히 보리농사가 많았던 남쪽일수록 더욱 심했다. 예로부터 망종에는 모내기를 하면서 풍년을 기

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제사를 많이 거행했다. 이런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6월 6일을 국가에 공

(功)을 세운 분들의 명복(冥福)을 비는 제삿날로 정한 것이다.



124|한국의 전통• 한국의 여름 세시풍속

루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고려사(高麗史)』에 보면, 소서는 6월의 절기로서 초반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점차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고, 후반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했다.

대서는 큰 대(大), 더울 서(暑)로서 ‘많이 덥다.’ 란 뜻이다. 대서는 음력 6월, 양력 7월 23일 경이 

된다. 이 시기는 대체로 중복(中伏)에 해당하는데, 삼복(三伏) 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시

원하고 경치 좋은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가 풍류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농촌에서는 이 시

기에 잡초를 뽑고 퇴비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다. 이 무렵에는 소서 때로부터 시작된 

장마가 가장 극에 달할 때가 많다. 특히 대서는 예로부터 과일 맛이 가장 좋은 시절로 알려져 있는

데, 비가 오면 대체로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지만, 가물면 과일 맛이 좋아진다.

여 름 의  명 절 과  세 시 풍 속

여름철 대표적인 명절과 세시풍속으로는 4월의 초파일(初八日), 5월의 단오(端午), 6월의 삼복

(三伏)과 유두(流頭) 등이 있다.

초파일

초파일이란 불교의 4대 명절2) 중 가장 큰 명절로서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일을 가리킨다. 

음력 4월 8일에서 유래하여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불탄일(佛誕日), 욕불일(浴佛日), 석탄

일(釋誕日) 등으로 불린다3). 초파일은 단오와 유두와는 달리 불교의 명절인 동시에 민속 명절로

서 삼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날은 연등행사(燃燈行事)와 관등(觀燈)놀이를 중

심으로 하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지며, 큰 사찰에서는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 ‘탑돌이’를 한

다. 불탑을 도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며, 동시에 가족의 극락왕생(極樂往生: 극락에

서 다시 태어남)과 나라의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함)을 기원한다.

연등은 고려 시대에 본격화되어 어린이들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연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깃발을 만들어 대나무에 달고 여러 동네

를 다니며 쌀과 베를 구했는데, 이것이 호기풍속(呼旗風俗)이다. 공민왕도 두 차례에 걸쳐 어린

2)  불교의 4대 명절은 석가출가일(釋迦出家日: 2월 8일), 열반일(涅槃日: 2월 15일), 초파일(初八日: 4월 8일), 성

도일(成道日: 12월 8일) 등이다.

3)  초파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일본은 음력이 아니

라 양력 4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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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쌀을 하사한 적이 있다. 이 호기풍속은 연등행사에 따르는 중요한 민속으로 변하여 조

선 시대 연등행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와 같은 연등 의식과 행례는 왕이 봉은사 행향(行香)에 따

르는 원칙에 준해서 총 1,500명이 넘는 대규모로 베풀어졌고, 대회(大會)와 소회(小會)로 나누어 

의식을 거행하였다. 연등회 날은 공휴일이었으며, 이 연등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

가에서는 연등도감(燃燈都監)을 설치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상원연등과 초파일연등이 계속되었으나, 1415년(태조 15)에 초파일연등을 중지

시켜 1416년 이후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상원연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

나 1414년부터는 정월연등을 대신하는 수륙재(水陸齋)가 열렸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 사는 유

주(有主), 무주(無主)의 고혼(孤魂: 외로운 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다. 조선 태조는 이 수륙재를 2

월과 10월에 열었다. 이는 불교에 신심(信心)이 두터웠던 태조가 유생(儒生)들의 반대를 물리치

고 호국신앙의 성격을 띤 봄과 가을의 수륙재를 통하여 연등회와 팔관회를 정기적 행사로 합리

화시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초파일 관등놀이의 하나로 흰 천을 쳐놓고 횃불로 그림자를 비추어 노는 초파일의 잡희(雜戱)

인 ‘만석중놀이’가 있다4). 유래는 초파일 관등놀이의 하나인 영등놀이[影燈戱]와 관련이 있다. 

4)  음력 사월 초파일에 행하는 그림자놀이의 하나인 무언인형극(無言人形劇)으로서 만석(萬石)중놀이, 망석(忘釋)

중놀이, 망석(亡釋)중놀이, 만석승무(曼碩僧舞), 망석중이놀이라고도 한다. 김재철은 『조선연극사』에서 ‘만석중

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방에 등을 달았는데 막이 오르면 십장생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 만석은 목각인형으로 중심에 서고, 오른편에는 사슴과 노루가 만석중과 놀며, 왼편에는 용과 잉어가 나타

나 마치 여의주(如意珠)를 상징하듯 서 있는 등(燈)을 서로 얻으려는 듯 희롱하는데, 등이 잉어와 용의 입에 들

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등 의식과 행례는 왕이 

봉은사 행향(行香)에 따르는 원칙에 준해서 

총 1,500명이 넘는 대규모로 베풀어졌고, 

대회(大會)와 소회(小會)로 나누어 

의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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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조선 시대에는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와 홍석모의 『동국세

시기(東國歲時記)』에도 초파일 그림자놀이를 소개하였다.

영등이란 등의 틀을 두 겹으로 만들어 바깥쪽에는 종이나 붉고 푸른 비단을 붙이고, 안쪽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붙여 풍차가 회전함에 따라 안쪽의 등불이 바깥 틀에 그림자를 비추도록 한 것

이다. 그림자의 내용도 다양하여 말을 타고 매와 개를 데리고 호랑이, 사슴, 노루, 토끼를 사냥하

는 모습을 비추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삼국지(三國志)를 영등으로 보여주었다고 전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시대부터는 이미 유사한 놀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오

단오란 끝 단(端), 낮 오(午)로서 음력 5월 5일을 명절로 부르는 단어이다.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다섯 오(五)와 뜻이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말한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기수(奇數)를 양(陽)이라고 하며, 우수(偶數)를 음(陰)이라고 한다. 특히 기수가 겹쳐 생기

(生氣)가 배가(倍加)되는 3월 3일이나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중에

서도 단오는 1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생각해 왔다. 또한 단오는 계

절적으로 태양축제에 속한다. 7세기 문헌인 『수서(隋書)』에 신라 사람들을 가리켜 일월신(日月神)

을 경배하는 민족이라 하였는데, 정월 대보름 축제가 달의 축제라면, 단오 축제는 태양의 축제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단오는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수리’란 ‘신(神)’이라는 의미와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

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위대한 신이 하강하는 날]’이란 뜻이 된다. 또한 단오를 가리켜 중오절(重

五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단오에 산에서 자

라는 수리취[戌衣翠]라는 나물을 뜯어 떡을 해먹기도 하고 쑥으로 떡을 해서 먹는데, 그 모양이 마

치 수레바퀴처럼 둥글기 때문에 수릿날이라는 명절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

記)』에는 수뢰(水瀨)에 밥을 던져 굴원을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고 한다.

단오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초나라에 굴원(屈原)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마음이 진실

하고 문장이 뛰어나 초나라 회왕(懷王)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아 벼슬이 삼려대부(三閭大夫)에 이

르렀다. 그러나 간신의 무리가 그를 시기 질투하여 왕께 참소하니 왕이 굴원을 멀리하였으나 그

는 유명한 ‘이소경(離騷經)’이란 글을 지어 왕이 감동하고 깨닫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회왕이 죽

고 양왕(襄王)이 새로 임금이 되자 간신의 무리가 더욱 참소하여 끝내 그를 장사(長沙) 땅으로 귀

양 보냈다. 그는 비분강개하여 ‘어부사(漁父詞)’ 등 여러 편의 글을 지어 자신의 심회를 드러내고, 

5월 5일 멱라수(覓羅水)에 빠져서 자살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해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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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대나무통[竹筒]에 쌀을 넣어서 물속에 던져 제사를 지내고, 또 그의 혼을 건진다 하여 경쟁적

으로 배 건너기를 하였다. 이것이 중국 남방 풍속 중 배타기 경주와 비슷한 경도희(競渡戲)의 원

조가 되었다.

단오는 누구보다도 처녀총각이 가슴 설레는 날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와 같은 남녀 간의 교제

가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도 이 날만큼은 남녀가 서로의 얼굴을 흘낏 쳐다볼 수 있는 날이었기 때

문이다. 아침이면 새 옷으로 단장한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남자들은 씨름을 통해 힘을 겨루었다.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탈춤을 추는 등 한바탕 어울려 놀기도 했다. 또한 단오를 즈음하여 

익모초(益母草)와 쑥을 뜯는 경우도 있었다. 

익모초는 산모(産母)의 몸에 이롭고,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즙으로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쑥은 여자들의 냉증(冷症)에 사용하기 위해 약초로 준비해 두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쑥을 

다발로 만들어 문 옆에 세워두면 여러 재앙(災殃)과 액(厄)을 물리친다고 믿기도 했다. 단오의 대표

적인 먹을거리는 쑥을 넣어 만든 떡이지만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떡을 만들어 먹었다.

삼복

삼복이란 석 삼(三), 엎드릴 복(伏)으로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을 가

리킨다5).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5)  삼복(三伏)은 음력이 아닌 양력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8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

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된다.

단오는 아침이면 새 옷으로 단장한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남자들은 씨름을 통해 힘을 겨루었다.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탈춤을 추는 등 

한바탕 어울려 놀기도 했다. 



말복(末伏)이라 하며, 이를 삼복(三伏) 혹은 삼경일(三庚日)이라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每伏)이라고 한

다. 그러나 말복은 입추(立秋) 뒤에 오기 때문에 만일 중복과 말복 사이가 올해와 같이 20일이 되면 

달을 건너 들었다고 하여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복날이란 본래 점차 번성하게 될 음기(陰氣)가 양기(陽氣)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복(伏)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철 금(金)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의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屈伏]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즉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다. 오행에서 여름

은 불[火]에 속하고, 가을은 쇠[金]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

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伏)자를 써서 삼복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날에 개고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끊인 것이 개장[狗醬]이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넣고 밥을 말아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 

기가 허한 것을 보강할 수 있다. 생각건대 『사기(史記)』 진덕공 2년(기원전 676)에 비로소 삼복 제사

를 지냈는데, 성안 대문에서 개를 잡아 해충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아 개를 잡는 것이 복날의 옛 

행사요, 지금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 가장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날 각 지방에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 경치가 좋은 계곡이나 산을 찾아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더위를 잊었다. 이날 부녀자들은 약수에 머리를 감으면 풍이 없어지고 부스럼이 낫는다고 하여 해

마다 행하였는데, 이를 ‘물맞이’라고 한다. 또한 복날을 전후로 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유명한 

약수터를 찾아 피서하며 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삼복 날씨로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삼복에 비가 오는 것을 ‘삼복비’라고 하는데, 전남에

서는 복날의 비를 농사비라 하여 기다렸으며, 부산에서도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천둥이 치면 산(山)의 열매가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대추나무는 삼복 즈음에 열매를 

맺는데, 이때 비가 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여 “복날 비가 오면 보은 처녀가 운다.”라는 속담

이 있다. 보은 지역은 예로부터 대추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복날 비가 오면 대추가 흉년이 들

어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서 시집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주로 

초복에 거미를 잡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두며,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가루를 약으로 먹기도 했다.

유두

유두란 음력 유월 보름날로서 소두(梳頭), 수두(水頭)라고도 한다. 소두란 머리빗을 소(梳), 머

리 두(頭)로서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다. 본래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약자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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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이다. 동류수를 선택하는 까닭은 동방(東方)

이 청(靑)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방향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유두의 유래는 고려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문집에서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

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액운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계음(禊飮)6)을 유두연(流頭

宴)이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유두음(流頭飮)에 대해 “명종 15

년 6월 계축일(癸丑日)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병인일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崔東秀)와 함께 광진사에 모여서 유두음을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풍속에는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좋지 못한 일을 제거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유두음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 정동유(鄭東愈)는 『주

영편(晝永編)』에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오직 유두만이 고유의 풍속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중국

의 명절이다.”라고 했다.

유두는 물과 관련이 깊은 명절이다. 물은 부정(不淨)을 씻는 것으로서 이날 탁족(濯足: 발씻기)

놀이를 즐기는데, 이 역시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두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궂은일을 털어버리는 불제(祓除: 액운을 물리침)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먹으며 놀았다. 이날 약수를 찾아가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고 한다. 또한 산이나 계곡을 찾아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밑에서 물맞이를 하고, 가정에 따라 유

두 천신(薦新: 새 것을 바치는 제사)을 한다. 특히 유두 무렵에는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을 수확하

기 시작하므로 햇과일과 함께 밭작물인 밀로 만든 국수, 또는 밀전병을 조상에게 제물로 올려 유

두제사를 지낸다.

이처럼 여름철의 명절과 세시풍속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액운을 예방하고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행사가 많았다. 창포(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거나 부적(符籍)을 문설주에 붙

이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 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았다. 

4월 초파일에는 부처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5월 단오와 6월 유두에는 조상님과 성주신,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기우제(祈雨祭)나 기풍제(祈豊祭)를 거행한 것이 모두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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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음(禊飮)이란 액운(厄運)을 떨어 버리기 위해 물가에서 제사(祭祀)를 지내고 먹고 마시며 노는 일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