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과 나

나를 낳은 사람은 父母(부모)가 되고
내가 낳은 사람은 子女(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아들은 孫子(손자)가 된다.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사람은 兄弟(형제)가 되고
부모의 형제는 아저씨*가 되며
兄弟(형제)의 子女(자녀)는 조카가 되고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가 되며
딸의 남편은 사위가 된다. (『계몽편』 「인편」)

*아저씨 : 여기서 말하는 아저씨는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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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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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父母(부모)와 조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
지요. 혹 子孫(자손)이 없을 수는 있어도 父母(부모)나 조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조상으로부터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
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父母(부모)들은 子女(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兄弟(형제)와 姉妹(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복잡하고 호칭도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었지요. 요즘은 子女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 호칭이 점점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당분간은 쓰

일 거예요.
그러면 앞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아울러 거기에 소개하지 않은 호칭까지 말해 보겠어요.

●

父母(부모) :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

子女(자녀) : 내가 낳은 사람

●

할아버지 : 아버지의 아버지

●

●

할머니 : 아버지의 어머니

외할머니 : 어머니의 어머니

●

孫子(손자) : 아들의 아들

●

孫女(손녀) : 아들의 딸

●

큰아버지 : 아버지의 형님

●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 : 아버지의 남동생

●

兄弟(형제) :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남자

●

자매 :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여자

●

고모 : 아버지의 누이

●

고모부 : 아버지 누이의 남편

●

이모 : 어머니의 자매

●

이모부 : 어머니 자매의 남편

●

조카 : 형제의 자녀

●

며느리 : 아들의 아내

●

사위 : 딸의 남편

●

●

●

외할아버지 : 어머니의 아버지

外孫子(외손자) : 딸의 아들

外孫女(외손녀) : 딸의 딸
●

외삼촌 :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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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글을 참고하여 (

) 속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보시오.

<보기> 부부 오륜 혼인 부모 제사
가. 부
 부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이 있게 되니, (
그래서 聖人(성인)이 (
나. 사람은 (

)는 사람 도리의 시초이다.

)하는 예를 만들어 중요하게 여겼다.

)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다.

2. 다음 <보기>는 나를 기준으로 나타낸 이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카, 손자, 사위, 아들,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며느리, 딸, 형, 동생
가. 나의 윗사람을 모두 골라 보시오 :
나. 나의 아랫사람을 모두 골라 보시오 :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여자라면 나의 손자는 나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

)

나. 내가 결혼한 여자라면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는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

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면 형의 아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4.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으시오.
⑴ 고모

●

● 어머니의 형제

⑵ 이모

●

● 아버지의 자매

⑶ 외삼촌

●

● 어머니의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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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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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자어의 음을 쓰시오.
가. 母女(

): 어머니와 딸

나. 兄弟(

) : 같은 부모로부터 내어난 사람들

다. 孫女(

) : 아들의 딸을 일컫는 말

라. 祖孫(

) : 할아버지와 손자

3. 다음 한자어에 해당하는 뜻을 쓰시오.
가. 祖父(조부) :
나. 祖母(조모) :
다. 父女(부녀) :

4. 다음 글을 읽고 ( ) 속에 해당되는 한자의 음을 써 보시오.
즐거운 설날입니다.
)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서로 떨어져 있던 父母兄弟(
일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례를 지낸 후에 祖父(
孫子(

)와 孫女(

)님과 祖母(

)님께 세배를 드린 후,

)들의 재롱을 보고 모두 웃었습니다.

5.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生我者(생아자)는 爲父母(위

)라 :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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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지붕에 올라가는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 진사와 이 진사가 살았어요. 그런데 김 진사는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살림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진사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살림이 점점 줄어
들었지요. 김 진사 집에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이 진사 집에서는 날마다 다투
는 소리만 끊이지 않았지요.
하루는 이 진사가 김 진사를 찾아 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김 진사가 말했어요.
“당장 가서 자네 아들더러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 보게.”
이렇게 말하자, 이 진사는 집에 가서 아들에게 송아지를 지붕에 끌고 올라 가라고 말했어
요. 그러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시킨다고 짜증을 내며 이 진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
요.
참다못한 이 진사는 다시 김 진사 집으로 와서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김 진사는 자
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위에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들은 군말 없이 지붕에 사다리를 걸치고 송아지를 위로 끌어 올렸어
요. 일이 잘 안 되자 도와달라고 자기 아내를 불렀죠.
“여보, 어서 와서 송아지 궁둥이 좀 받쳐줘요.”
그러자 며느리가 나와서 엉덩이를 밀고 야단이에요. 孫子들도 우르르 나와서 밀어라 당겨
라 하며 애를 썼어요.
이때 김 진사가 말했어요.
“됐다. 안 올라가거든 그만 두어라.”
그리고는 이 진사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집안이 잘되는 비결일세. 가족들이 서로 믿고 힘을 합쳐야 무슨 일이든 잘 된다네.”
관련 인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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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