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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근하면서야 알았습니다. 길거리 가로수 아래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고서야 알았습

니다. ‘10월이구나. 개천절이 다가오는 구나. 아니, 오늘도 국가기념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

군의 날이구나.’ 국기 게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거리에 펄럭이는 국기는 

10월 9일 한글날까지 게양될 것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기념일을 챙기고 계기교육도 하였을 

텐데 요사인 국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계기교육을 많이 잊고 있죠. 그래도 놓치지 말고 가르

쳐야 할 일이기에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맞이, 계기교육자료를 나눕니다. 짬을 내시어 아

이들에게 국기를 게양하며 이 날의 정신을 기리도록 가르칩시다. 

[백골부대 - 38도선 돌파 기념 팻말]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계기 교육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10월 1일 : 국군의 날 –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한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이다.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6.25 전쟁 중,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백골부대 해산진부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

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다.

•이 날은 국군의 생일로서 전투능력을 배양시켜 주

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하

고, 3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거행하는 데, 육

군·해군·공군·해병대 및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사열과 시가행진 등을 실시한다. 또한,

10월 2일부터 3군 사관 학교 대항 체육대회를 거행하며, 함정 공개 및 항공기 전시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한다.

 ■ 10월 2일 : 노인의 날 – 노인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보답하자.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

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 노인의 날이다.

•산업사회에서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노인문제는 비

단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경로효친의 미풍을 전통적으로 간직해 오며 근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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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산업화과정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장 발전시킬 계기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노인 헌장을 제정하였는데, 전통윤리의 측면

외에 인간은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

다는 반(半)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

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전문과 5

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노인의 위치, 산업사회

속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 선(先)가정 후(後)사회의 노인대책,

노인의 책임 등을 천명하고, 이어 조문을 통해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우리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의 덕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민족이다. 한민족의 정체성

이며 세계적으로도 자랑거리인 경로효친의 덕을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 10월 3일 : 개천절(開天節) - 우리나라의 생일을 기념하고 홍익인간 실천하자.
•상원 갑자년 (서력 기원전 2457년)

시월 삼일. 무진(戊辰)년(기원전

2333년) 시월 삼일에 국조(國祖) 단

군(檀君)이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

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이 날을

개천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개천’의 본래의 뜻은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환웅(桓

雄)이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

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

(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上元 甲子年) 음력 10월 3

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 날을 기리는 거족적인 제천의식은 먼 옛날부터 전래되었으니, 부여의 영고(迎鼓), 예

맥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飮), 고구려의 동맹(東盟), 백제의 교천(郊天),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八關會) 등에서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개천절로 이름 지은 것은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된다. 1900년 1월 15일 나철 홍암대

(羅喆 弘巖大) 종사(宗師)가 다시 기반을 갖추면서(中光, 다시 敎門을 엶) 새로운 기풍

창달의 일환으로 개천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제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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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

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른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그러나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

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였다.

•이 날은 민족의 능력이 결집되기 시작한 날이고 문화 민족의 건국을 사방에 알린 날이

기도 하다. 광복 이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거국적으로 행사를 하며, 강화의 마니산,

태백산 제단과 여러 지역의 단군전에서는 제례를 올리고 있다.

•우리들만의 고유한 명절이랄 수 있어 해마다 정성들여 제례를 지내며 경축한다.

■ 10월 9일 : 한글날 – 세계 최고의 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합시다.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

의 우수성을 선양하며 세종의 성덕과

그 위업을 추모하며 나아가 한글의 연

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

다.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당시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주동이 되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지고,

이 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이 반포된 날로 추정하여 ‘가

갸날’로 정하고, 신민사(新民社)와 공동 주최로 한글반포 8회갑(八回甲:480년)을 기념하

였다. 이듬해인 1927년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이 창간되고부터 이 날을 ‘한글날’

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32년 양력 날짜로 환산, 10월 29일에 기념 행사

를 가졌다.

•다시 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여 10월 28일로 정정하였고, 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 발견되어 정인지(鄭麟趾)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나타

났으므로,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

다. 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

일로 정하였으나, 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기념일로 바꾸었다.

•한글날을 전후한 주간에 정부·학교·민간단체 등에서 세종대왕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

고 한글의 제정을 경축하는 기념식을 가지며,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세종의 능인 영릉

(英陵)을 참배한다. 또한, 전국학술연구발표회 및 각종 백일장 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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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씀, 한글의 역사]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맞지 않은 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하

여도 마침내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함이 많음이라. 내 이를 불쌍히 여기어 새로 스물 여

덟 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

니라." 552년 전(1446년 반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은 애초에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언문(諺文)·언서(諺書)·반절(反切)·암클·

아햇글·가갸글·국서(國書)·국문(國文)·조선글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특히 '언문'이라는

명칭은 세종 당대부터 쓰였는데, '한글'이라는 이름이 일반화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널리 쓰였다. 그러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국문'이라고 주로

부르다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는데, 이 이름은 주시경(周時經)에게서 비롯되

었다고 한다.

•이 '한글'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기는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주동이 되어 훈민정음

반포 8주갑(週甲)이 되는 해인 병인년(丙寅年:1926) 음력 9월 29일을 반포기념일로 정하

여 '가갸날'로 이름 지은 뒤, 1928년에는 가갸날을 한글날로 고쳐 부르게 되면서부터이

다. '한글'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한(韓) 나라의 글’, '큰 나라의 글(큰클)', '세상에서

첫째 가는 글'이란 뜻이다.

•한글의 체계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의하여, 자음(子音)

14자, 모음(母音) 10자, 합계 24자의 자모(字母)로 이루어져 있다. 1자 1음소(一字一音

素)에 충실한 음소문자(音素文字)인 이 한글 자모 24자는 훈민정음 28자 가운데서 ‘·(아

래 아), ㅿ(반치음[Z]), ㆆ(여린 히읗), ㆁ(옛이응)’의 네 글자가 제외된 24자인데, 그 중

·, ㅿ, ㆆ 세 글자는 음운변화(音韻變化)의 결과 그 음(音)과 함께 문자로 쓰이지 않게

된 것이며, ㆁ(옛이응)은 현대국어의 받침 ‘ㅇ(이응)’ 속에 음가(音價)는 남아 있으나 글

자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ㆁ’자는 ‘ㅇ’자에 합류된 셈이다.

•한글은 자모 24자를 초, 중, 종성으로 조합하여 표현하지

못할 발음이 없다. 이렇게 우수한 한글이 지금 외래어의 무

분별한 위입과 사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고쳐야겠다.

   [한글의 우수성]
■ 소리가 나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만들어진 과학성
■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표기의 음소문자
■ 하루 만에 깨우칠 수 있는 쉬운 문자
■ 인간이 만든 문자 중 가장 완벽한 한글
그래서!! 한글창제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