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초급) 

1. 학습단원: 정월 대보름 

2. 학습목표: 정월대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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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달을 보여주고 달과 관련된 명절에 대한 설명 

 

5분 
애니메이션 시청 

영상자료 

전개 

1. 정월대보름의 날짜와 정월의 뜻 설명 

➢ 설 다음에 오는 가장 큰 명절임을 설명 

➢ 음력 1 월을 정월이라 하고,음력 15 일은 보름달이 

뜨는 보름이고,  제일 큰달이 1 년 중 첫번째 뜨는 

보름달이면서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대보름이라 

부름  

 

2.정월 대보름 하는 일 알아 보기 

➢ 오곡밥 먹기,부럼깨기,달맞이,더위 팔기 등 

3. 정월 대보름 놀이 소개 

➢ 지신 밟기-농민들이 행렬을 이루어 집을 찾아가기 

 

4. 정월 대보름 음식 

➢ 부럼: 밤 잣 호두 등의 견과류 먹기(부스럼 방지) 

➢ 오곡밥: 쌀 보리, 조, 수수,팥등 다섯가지 이상 

곡물로    지은 밥 

 

 

10 분 

 

 

15 분 

 

 

10 분 

 

15 분 

 

 

 

 

1. 이미지와 용어 습득 

 위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준비 

2. 오곡밥 준비 

3. 부럼 준비 

 

4. (참고동화) 

      동화 읽어주기 

   까먹자, 빠작 

 

글  심조원,  

그림 원혜영, 호박꽃 

 
의성어에 주의해서 

실감나게 읽어 주기 

정리 
정월 대보름 이름과 의미 그리고 특별한 음식과 활동 등 명절

의 특징을 정리해 준다  
5분  

 



 

교사용 지도 자료 

• 정월 대보름-음력 1 월을 정월이라 부르고,음력 15 일은 보름달이 뜨는 보름이고,  제일 큰달이 1 월과 

8 월이다. 그중 1 년 중 첫번째 뜨는 보름달이면서 크기 때문에 대보름이라 불렀다. 사실 정월 대보름에 

뜨는 보름달이 가장 크려면, 그 때,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정월 대보름에 뜨는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있지만, 가장 멀 때도 있다. 대(大)를 큰,맏이의 의미로 새해 첫 

보름달로써 농사의 시작일을 의미하는 날로 볼 수 있겠다.1 년에 맨 처름 맞는 보름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한국에서는 대보름을 설과 같은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  

• 하는 일-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마을 제사와 부럼,오곡밥 ,묵은 나물,약밥을 먹고 달맞이를 간다 

1. 마을 제사- 대개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2. 오곡밥-쌀, 보리, 조, 수수, 팥 등의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을 섞어 밥을 지어 먹었다 

3. 묵은 나물 먹기-고사리·버섯·오이고지·호박고지·가지껍질·무시래기 등 햇볕에 말린 묵은 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한다. 

4. 부럼깨기-아침 일찍 부럼이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서 마당에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1 년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5. 귀밝이술-이른 아침에 청주를 데우지 않고 마시는 데 이를 말하고귀가 밝아지고 귓병이 생기지않고 

1 년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  

6. 더위팔기-보름날 해뜨기 전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파는 풍습 

7. 달맞이-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소원 성취를 빌고 1 년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즉 달빛이 

희면 많은 비가 내리고 붉으면 가뭄이 들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오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8. 다리 밟기- 땅에 놓인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튼튼해  진다고 믿는다. 

9. 지신 밟기 - 영남지방 문화. 농민들이 행렬을 이루어 집을 찾아가는 문화 

10. 달집태우기 - 달집을 만들어 달이 떠오를 때에 태우면서 풍년을 빈다. 

•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 

1. 연날리기 - 대보름 날에는 겨울 내내 띄우던 연을 날려보낸다. 대보름 이후로는 연날리기를 하지 않고, 

대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 (또는 백정)’이라 불렀다. 액운을 멀리 보낸다는 뜻으로 연을 띄움 

2. 쥐불놀이 - 대보름 밤에 쥐불을 놓아 벌레를 없앤다. 

3. 횃불싸움 - 두 마을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횃불을 들고 싸운다. 

4. 널뛰기 - 정월대보름 밤에 널뛰기를 한다. 

• 정월 대보름 음식과 관련된 전통-대보름날에는 세 집 이상 성이 다른 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루 세번 먹는 밥을 이 날은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믿음. 



1. 부럼 - 정월 보름날 새벽에는 부스럼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밤·잣·호두 등 단단한 견과류의 부럼을 

먹는다. 이때 부럼(주로 밤의 껍질을 직접 깨물어 먹음. 

2. 오곡밥 -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의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음. 

3. 묵은 나물 먹기(진채식) - 무, 오이, 호박, 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을 말려둔 것을 먹는다. 여러 집에서   

아홉 가지 나물을 아홉 번, 또는 열 가지 나물을 먹기도 함. 

4. 약밥 -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에 찐 뒤 꿀이나 설탕·참기름·대추 등을 쪄서 거른 것을 섞고, 다시   

진간장·밤·대추·계피·곶감·잣 등을 넣어 시루에 찐 밥을 말함. 

  

                     오곡밥과 묵은 나물                                                                      부럼 

   

                                  쥐불놀이                                                               달맞이                                             달집 태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