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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봄 세시풍속

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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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에 종사하는 농부 혹은 농사일이 천하의 모든 일 중에 가장 근본

이 된다는 뜻이다.

2)     ‘제액초복’이란 나쁜 조짐이나 재해를 물리치고 복과 경사스런 일을 부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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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제’란 마을의 수호신을 숭상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동신(洞神)에게 지내는 제

사의식을 가리킨다.

4)   ‘송구영신’이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5)   ‘태양력’이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약 365일)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양력이라고 한

다. 예로부터 1년이 365.25일이라고 생각하여 매년 0.25일을 4년간 모아 4년에 한 번씩 1일을 더해 주었는데, 이 

해가 바로 ‘윤년’이다. 윤년의 2월에는 29일이 존재한다. 한편, ‘태음력’이란 달이 차고 기우는데 걸리는 시간(약 

29.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을 가리키는데, 보통 음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음력에 따른 1년 12달의 날짜를 

모두 합하면 354일이라서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과 11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11일을 3번 모아 3년에 1번, 1

달 1번을 더 넣어 날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윤달’이다. 

6)  방(榜)이란 긴 막대모양으로 생긴 것을 말하며, 첩(帖) 역시 긴 종이에 글씨를 쓴 것을 가리킨다.

7)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시작부터 경사스러운 일이 많도다.’라는 뜻이다. ‘건양다경’

에서 ‘건양(建陽)’이란 본래 조선 고종 때인 1896년에 제정한 조선(朝鮮)의 최초 연호(年號)이다. 이때부터 새로 시

작한다는 뜻으로 ‘건양’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처럼 같은 길이의 문구(文句)를 대문이나 기둥에 짝수로 대

구(對句)를 만들어 붙인다고 하여 춘련(春聯) 혹은 대련(對聯)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 자주 쓰이는 문구로는 ‘부모

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부모는 천년을 장수하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라)’,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마당을 쓰니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여니 만복이 들어온다)’, ‘수여산 부여해

(壽如山 富如海: 산처럼 오래살고 바다처럼 재물이 쌓여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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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婢)’란 ‘여자 종’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안비’란 ‘안부를 여쭙는 여자 종’이란 뜻이다.

9) 척사(擲柶)란 ‘던질 척’과 ‘윷 사’로서 ‘윷을 던지는 것’을 가리킨다. 

전통놀이로는 척사놀이로 불리기도 하는 윷놀이가 있다. 

특히 윷놀이를 통해서는 한 해의 풍년을 점치기도 했으며, 

이웃 마을 간의 시합에서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고 믿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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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월 대보름이 설날만큼 중요한 날로 여겨졌던 것은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태양은 ‘양(陽)’이라 하여 남성을 상징하고, 달은 ‘음(陰)’이라 하여 여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달은 상징적으로 

달-여신(女神)-대지(大地) 등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여신은 만물을 낳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 출산(出産)을 

관장하는 신이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과 대지의 신을 의미하는 달은 매우 중요

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11)  ‘작절’이란 ‘씹을 작’, ‘부스럼 절’로서 ‘부스럼을 씹는다.’는 뜻이다.

12)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조(正月條)’에 보면 신라 21대 소지왕(炤知王) 10년 정월 15일, 왕이 천천정(天泉

亭)에 행차하였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왕의 행차를 따라오면서 계속 울어댔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쥐가 가까이 와서 사람의 말로 왕께 속삭였다. 그 이야기는 “까마귀를 따라가 보시오.”였다. 왕의 명

령을 받은 신하가 까마귀를 따라가 보니, 남쪽에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한 눈을 팔던 신하

는 까마귀를 놓치고 말았다. 이때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글이 적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봉투에는 “이 글

을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만 죽을 것이다.”라고 적혀있었다. 신하의 보고를 

들은 왕은 뜯지 말라고 했으나, 총명한 신하가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

으며, 한 사람이 왕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여 드디어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거문고

의 갑(匣)을 쏘라.”고 적혀 있었다. 궁궐로 돌아온 왕은 편지의 내용대로 거문고 갑을 활로 쏘았는데, 그 곳에서 

왕비와 중이 활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왕을 죽일 계획 중이었다. 이때부터 영특한 까마귀 덕분에 

생명을 구한 왕은 감사의 뜻으로 까마귀밥을 지어 올렸는데, 이것이 정월 대보름 약밥의 시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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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세’란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집안 곳곳에 등불을 밝혀놓고 밤을 새우는 것을 가리킨다.

14)  조선 시대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따르면 “정월 보름에 달이 뜨면 그 해

에 풍년이 들 것인가를 점치며 다리 밟기 놀이를 하는데, 이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대

단히 성행했다. 남녀가 모여서 다리 위에 들어차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므로 법관이 심지어는 그것을 금지하

고 체포하기까지 했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정종실록(正宗實錄)』에도 “정월 보름경 13일부터 3일 동안 야간 통

행금지를 해제해 숭례문과 흥인문을 잠그지 않고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 다리 밟기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기

록이 있다.

15)     ‘신액소멸’이란 내 몸에 깃든 액운과 악귀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다.

한국의 세시풍속은 기본적으로 

농경생활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통놀이도 농경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공통된 생각은 명절과 24절기의 

모든 행사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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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길수(吉數)이며 

양수(陽數)인 3이 겹쳐진 

3월 3일‘삼짇날’이 있다. 

이 날에는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호박을 심으면 잘 자라고, 

보약을 먹거나 집안을 수리하면 

한 해 동안 무병장수하고 

무탈하게 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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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식(寒食)’의 유래 중 춘추 시대의 개자추(介子推) 전설이 가장 유명하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 진(晉)나라의 충

신 개자추는 자신이 망명해 있던 진(晉)나라의 공자(公子) 중이(重耳)를 위해 헌신했다. 마침내 중이는 진문공(晉

文公)으로 즉위하게 되지만 개자추에게는 아무런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더구나 개자추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간

신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에 실망한 개자추는 면산(聃山)으로 은둔하게 된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진문공은 

개자추를 등용하려 했으나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진문공은 개자추를 나오게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으

나 개자추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 이날을 기념하여 개자추를 애도하는 뜻으

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을 먹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