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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음식
(상원절식: 정월 대보름에 만들어 먹는 별식)

설날

한 해의 시작인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로 설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설날음식

오곡밥
묵은
나물
복쌈
부름

지은 밥.
대보름에는 묵은 나물을 삶아서 무치거나 볶아
나물반찬을 만드는데 이를 먹으면 여름에 더위
를 타지 않는다고 함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로 김이나 취에 밥을
싸서 먹는 풍속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는데 아침, 새벽에
밤‧호두‧은행‧잣‧무 등을 깨물면 일년 열두 달

떡국 흰떡가락이 희고 길어 순수와 장수
(長壽)를 의미하는 새해의 첫 음식

세배 설날 아침 집안의 어른들께 새해 첫인사(세
덕담

찹쌀‧차수수‧차조‧팥‧콩 등 각종 곡물을 넣어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는

귀밝이술

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손아랫사람들에게
처지와 환경에 알맞은 말을
해주는데 이것을 ‘덕담’이라고 한다.

다고 함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함

겨울철 영양관리
【 겨울철 영양관리는 어떻게할까요? 】
기온이 낮고 건조해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 무, 콩나
물, 귤, 유자, 레몬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합니다.

정월대보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 음력 1월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게 새해인사인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할 때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서로의 행복을 빌고
축복해주는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정월대보름 놀이
지신밟기, 쥐불놀이, 더위팔기 줄다리, 차전놀이 등

대보름 아침에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한다. 이것을 ‘더위팔기’라 하고 이렇게

감귤의 효과

감귤의 함유된 구연산은 식욕증진에 효과적이다.
여성의 피부가 매끄럽게 되고 혈색이좋아지며 빈혈
증상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알칼리성 과실로서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과일류 증 감귤에만 함유된 비타민P는 모세혈관
보호하여 고혈압에 좋은 식품이다.
발육기의 어린이에게 절대 필요한 칼슘을 보급하고
산뜻한 향기과 새콤한 맛은 머리를 상쾌하게 하여 학업
의 능률을 높이고 불쾌한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멀미약
으로도 좋다.
다량의 비타민C 덩어리인 감귤은 감기로부터 보호한다.
곡류중심의 식생활은 산성체질로 기울기 쉬운데 산성
화되는 체질개선을 위하여 약알칼리성 감귤은 필요한
영양소이다.

하면 그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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