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행 20:35)   

 

Q: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기록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A: …...년 ...월 ….일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승무원을 포함한 120여 명의                      

…...…..들이  110여일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메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A: 1년 후, …….년 ...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예배로 드렸던 것이 최초         

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1789년 ………………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

절로 공포했으며, ………...년에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착하게 되

었습니다.  

     A.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로 ………..년부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러다가 1914년 여러 교단의 교파 선교사들의 협의 결과 11월 …….째 주 수요일로 변

경하여 지키다가 11월 세째주 ……..일로 추수감사절을 기키게 되었습니다.  

Q: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유대인의 삼대절기는 …………../ ……………../ …………… 입니다.  

      삼대절기는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받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출 23:16)                * 유대인의 삼대절기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배워 봅시다. 

Q: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추수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 이다. (고전 3:6-7) 

     A: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께 “다시” ………. 것이다 (잠 3:9-10) 

     A: 추수의 기쁨을 …….. 과 …….. 것이다 (행 20:35) 

                     -    ……….것이 ……...것보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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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 추수감사절의 유래 

• 신구약 성경적 의미 

• 우리에게 주는 의미 

목장성경공부 교안(학생용)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성탄절과 동일하게 온국민이 찾고 누리는 중요한 명

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무

엇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성경적 의미를 찾아 봄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

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Tips 

청교도, 인디언, 죽음, 감사, 나눔, 초막절, 그리스도, 섬김.. 



 

  Q: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A: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승무원을 포함한 120여 명의  (청교도 )들이  110여일간 메

이플라워호를 타고 메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A: 1년 후 (1621) 년 .(10) 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예배로 드렸던 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

니다. 그 후,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했으며, (1941)년에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A.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여러 교단의 교

파 선교사들의 협의 결과 11월 셋째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지키다가 11월 셋째주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기키게 되었습니

다.  

Q: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유대인의 삼대절기는 (유월절, 오순절,초막절) 입니다.  

 삼대절기는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유대인의 삼대절기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배워 봅시다. 

Q: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추수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전 3:6-7) 

   A: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다 (잠 3:9-10) 

   A: 추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행 20:35) 

   -    (주는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

씀을 기억해야 합니다.”(행 20:35)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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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