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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은 모국의 방식에다가  

금년은 일본의 정월을 맞이하 

는 방법도 도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통 행사를 

아는 것으로 한 걸음 더 

일본인의 마음을 이해하겠지요 

  

●오곡을 

지키는신（오른족그림） 

을 맞이해 1 년의 풍작과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행사가 설날의 행사로 

남았다고 합니다.  

몸에 걸치고 있는 잎은 

성장 

한 나무의 밑줄기에 난 잎 

입니다. 유즈리하라고도 

불리 며 자손 번영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손에는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뱃돈 세뱃돈 원래 

의미 는 신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윗사람이아랫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는 사였습니다. 

가정이나 이웃들이 

아이에게 포치봉투라고 

하는 작은 봉투 에 돈을 

넣어 줍니다.  

옛날은 떡이 류였습니다. 

떡은 신으로부터 받으며 

이것을 먹으면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카가미모치,하츠모우데, 조우니, 

설날 행사로 "일본의 마음"을 

알아 주세요 

1 년의 평안무사와 번영을 바래 실시하는 정월의 주된 전통 행사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찬합 정식으로는 1 단에서 4 단까지의  

4 단 겹침의 찬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종류가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단에는 경사스럽다고 여겨지는 음식 

2 단에는 간단한 안주 3 단에는 해산물, 

육류를 중심으로 한 요리 4단은 산의 산물을 

중심으로 한 요리를 넣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에 따라 시판의 찬합을 사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조오니(떡국)) 설날 1 일부터 3 일을 3 일간(정초의 삼일간)이라고 말해 아침 식사는 

조우니로 시작됩니다. 떡의 형태, 넣는 재료, 다시(스프의 맛을 내는 재료)의 종류로 

관동풍, 관서풍이 있습니다. 재료에는 떡, 닭고기, 세닢, 연어알, 구운두부, 시금치, 

가다랭이포 , 무, 방어, 토란, 다시마, 코마츠나, 새우, 어묵, 표고버섯, 곤약, 유자껍질, 

당근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조우니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가카미모치 가카미모치는  

심장 형태로, 흰 떡은  

모든 것의 영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키미모치는 제물상이나 불단, 도코노마 등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식합니다. 

설날의 오곡을 지키는 신에게 공양한 

카가미모치를 먹으면 오곡을 지키는 

신으로부터 새로운 파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카도마츠・소나무장식 오곡을 지키는 신을 

맞이하는 표적입니다. 오곡을 지키는 신은 

이 소나무를 통해서 내려 옵니다. 카도마츠 

는 회사나 상점 등에서 잘 사용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소나무장식을 사용합니다. 

●새해장식은 건강, 행복, 장사 번성 등의 

소원을 담은 물건을 장식하는 것으로 

액(태운다-재앙)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월음식 (오세치 요리)은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을 기뻐하는 「명절」때에 먹는 요리 

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날 요리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므로 수많은 경사스럽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재료로 한 

요리를 만들어 「찬합」 

이라고 하는  

사각의 용기에 넣어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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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상세한 설명은「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로 

 

 자녀분도 드디어 중학생, 화려한 인생의 스타트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고 저소득의 편부(모)의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분은 편부(모)의 아동 혹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성 24 년도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인 분입니다. 

지급액은 아동 한 명에게 월 1 만엔입니다. 

● 신청 방법/입금처 금융기관의 통장(신청자의 이름이 들어간 보통예금 계좌)을 가지고  

육아 지원과로 신청해 주세요. ● 신청 마감일/12 월 28 일 (금) 마감일을 지나면 접수받지 

않습니다. 기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마감 임박!  편부(모)아동 취학 준비금 지급 제도 

 12 월 2 일 (일) 오전 8 시 30 분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우선 책상 아래에 숨는다 든지 해서 

머리를 보호합시다. 1 분 정도 몸을 보호해 주세요. 그 후, 근처의 사람과 가까운 공원이나 

피난소인 학교에 가는 피난 훈련을 실시합니다. 외국적인 분도 꼭 참가해 주세요. 방송은 

영어・중국어로 나갑니다. 

    

１２월２일(일)  후지미노시에서 외국어로 방재 훈련의 방송이 나가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하츠모우데(신년 첫 인사) 신년에 처음으로 신사나 절에 참배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년도의 무사를 감사하고 신년 1 년 간의 소원을 기원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적시민도 신년 

행사의 하나로서 신사나 절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춘휘호 새해가 되어 처음으로 습자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 일에 실시합니다. 

원래는 궁중(천황이 사는 곳)의 정월 행사였습니다. 

★ 예고 안내: 센터의 일본어 교실에서는 1 월 10 일 붓을 

사용하여 습자로 신춘휘호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한자・히라가나로 씁니다. 

마음을 담아 붓글씨에 도전해 주세요. 

★신사에서 절하는 방법 
1, 신사앞 기둥문(토리이) 앞에서 일례 한다 

2, 쵸우즈야(물이 있는 오두막)에서 심신을 

맑게 한다. 

・우선 오른손으로 국자(히샤쿠)를 쥐고 왼손에 

물을 부어 맑게 한다 

・ 국자를 왼손으로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도 맑게 한다 

・ 다시 오른손으로 바꾸어 잡고 왼쪽 손바닥에 

물을 모아 입을 헹군다. 
・ 한번 더 왼손을 헹군다. 국자를 세워 

나머지의 물로 국자를 헹군다. 원래 장소에 

엎어 놓는다. 
3, 통로는 신의 길이므로 구석으로  

걷는다. 
4, 배전(새전 상자가 있는 곳) 앞에 가 

새전(참배 할 때의 돈)을 넣는다 

5, 방울이 걸려 있으면 방울을 울린다 

6, 2 회 깊게 인사를 하고 2 번 손뼉(합장 

-두손을 모아 치는 것)을 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원을 한다 

7, 마지막에 한번 더 인사를 한다. 

 

★ 절에서의 참배 방법 일반적인 참배는, 

1, 야마토(절의 입구)에서 일례 

2,본당에서 새전을 넣고 일례 ・

합장(손바닥을 맞춘다)・일례 

3, 야마토에서 다시 일례로 끝난다 

신사와 달라 손뼉은 치지 않는다.  

●첫꿈 신년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꾸는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이 좋으면 

1 년간 좋은 일이 계속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 사람은 

「보물선」이라고 하는 행복 

 을 가져오는 일곱 명의 신을 

그린 그림을 베개 아래 

 깔고 잤습니다. 

신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의 신도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