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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다운 친구

 親舊(친구)를 사귈 때에는 반드시 배우기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며 행동이 

반듯하고 엄격하며 正直(정직)하고 참된 사람을 고른다. 그런 親舊(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親舊(친구)가 행동을 바로잡고 조심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의 

결점을 줄여나간다. 

좋은 친구 사귀기

오락실에서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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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에서 나쁜 친구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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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좋은 친구

만약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나약하며 아첨하고 正直(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

면 親舊(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 「접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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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나쁜 친구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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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舊(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德*을 사귀는 것이다. 그러므로 親舊(친

구)를 사귈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골라야 한다. 만약 혹시라도 사귀면서 놀 때 

學問(학문)과 德을 닦는 일에 함께하지 않고, 단지 기뻐하고 버릇없이 친하며 장난하

고 농담하는 것을 親하다고 여긴다면, 어찌 親舊(친구) 관계가 오래가겠으며 멀어지

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몽선습』 「붕우유신」)

*德 :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인격적 능력 또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됨됨이

길거리에서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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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나쁜 친구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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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친구 사귀기

충고할 때 좋은 친구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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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할 때 나쁜 친구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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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여러분은 親舊(친구)가 있나요?

親舊(친구)가 있다면 어떤 親舊(친구)를 사귀었나요? 나와 마음이 맞아서 사귀나요? 아

니면 親舊(친구)가 나를 잘 대해주어서 사귀나요? 아, 잘 생겨서 사귄다는 親舊(친구)도 

있겠네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사귀기도 할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처럼 親舊(친

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 親舊(친구)가 德이 있는지 어떤지는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만약 여러분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성인이라면,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기꾼인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접근하는지, 아니면 내 인격이 훌륭해서 정

말로 사귀고 싶어서 그런지 판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 親舊(친구)를 사귄다

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대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요. 만약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귀려고 하는 사

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귀려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

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훌륭한 德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 親舊(친구)가 없

다고 해도, 그 사람은 외롭거나 불행하지는 않아요. 훌륭한 德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만

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親舊(친구)의 인격이나 德을 알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親舊(친구)의 장점

을 보고 사귀면 돼요. 親舊(친구)의 단점을 따르지 말고 장점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러나 사귀려고 하거나 사귀는 親舊(친구)가 정말로 나쁜 불량배라면 사귀지 않는 것이 이

로울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男子나 女子의 이성 親舊(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

이 없어 이상하죠? 옛날에는 이성 親舊(친구)를 사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누구나 이성 親舊(친구)를 사귈 수는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라면 양쪽 父母님의 허락을 

받고 사귀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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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사귀는 친구 한 사람을 골라 어떤 점이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 써 보세요.

가. 나보다 나은 점 :

나. 나보다 못한 점 :

2.  『동몽선습』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골라서 사귀라’고 했지만, 상대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

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가? 『동몽선습』의 말이 타당한

지 비판하여 보세요.

3. 내가 참다운 친구라면 다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써 보세요.

가. 친구가 운동경기 중에 몰래 반칙을 했을 때 :                     

나. 시험 시간에 친구가 내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부탁할 때 :          

다. 친구가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해 줄 때 :                            

                                                                     

4. 내가 친구를 사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만 골라 보세요. (          )

① 나와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② 마음씨가 착해서

③ 맛있는 것을 자주 사 주기 때문에

④ 얼굴이 잘 생겨서

⑤ 기타 (                              )

5.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까닭을 쓰시오.

나는 이성친구(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지 않다)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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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믿을 옛 좋을 곧을 벗

한자 信 舊 好 直 朋
음 신 구 호 직 붕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信賴( 뢰) : 믿고 의지함

舊面( 면) :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好學( ) : 배우기를 좋아함

直進( 진) : 앞으로 곧장 나아감

朋友( ) : 벗, 친구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正直(                 )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나. 어려울 때 함께하는 親舊(                 )가 진짜 親舊(                 )이다.

다. 참된 친구 사이에는 信義(                 )가 있다(信義: 믿음과 의리).

라. 그는 정말 好人(                 )의 자질을 지녔다(好人: 성질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朋友有過( 과)어든 忠告善導(충고 도)하라 : 친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

고하여 잘 인도하라.

나.  友其正人( 기 )이면 我亦自正( 역자 )이니라 : 바른 사람을 사귀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된다.

다.  人無責友( 무책 )면 易陷不義(이함불 )니라 : 사람에게 꾸짖어주는 친구가 없

으면 옳지 못한 데 빠지기 쉬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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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管鮑之交(관포지교)

관중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 포숙과 사귀

었는데, 포숙은 한 눈에 관중이 뛰어난 인재임을 알아보았지요.

젊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하여 이익을 꽤 많이 남겼는데, 관중이 많이 가져도 포

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난하다고 이해해주었지요.

그러다가 관중은 장사를 그만두고 작은 벼슬길에 나갔어요. 세 번이나 벼슬길에 나갔었는

데 세 번 모두 쫓겨났어요. 그래도 포숙은 관중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

의 말을 하였지요.

벼슬길에 쫓겨난 관중은 이번에는 군사가 되어 세 번이나 전쟁터로 나갔어요. 거기서도 

관중은 세 번 모두 패하여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포숙은 그를 비겁하다고 여기지 않았

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믿었죠.

그러다가 두 사람은 제각기 다른 왕자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왕자가 왕

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바람에 두 親舊는 각자의 주인을 위해 서로 싸우는 사이게 되었

어요. 그런데 그만 포숙이 섬기는 왕자가 왕이 되자 관중은 체포되어 왕 앞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어요. 이 때 포숙이 나아가 말했어요.

“왕께서 제나라만 다스리려면 저를 재상자리에 앉히면 됩니다.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려면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관중을 위해 포숙이 이렇게 변호해 주자,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 자리에 높

이 올렸어요. 대신 포숙은 관중의 아래 자리에 들어가 일하게 했어요. 그리하여 제나라는 크

게 번성하게 되었지요.

훗날 관중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이는 父母지만, 나를 참으로 알아 준 이는 포숙이다.”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