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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홉가지 생각

이른바 구사(九思)*라는 것은

볼 때는 가려지는 것이 없게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막히는 것이 없이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화내는 기색이 없이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容貌)*는 단정하고 씩씩하게 恭敬할 것을 생각하고

말은 한마디라도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은 한 가지라도 삼가고 조심해서 할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곤란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이겨내며 

얻는 게 있으면 정당한지 생각한다는 것이다. (『격몽요결』 「지신장」)

*구사(九思) : 군자의 몸가짐에 대한 아홉 가지 태도로 『논어』에 등장함

*용모(容貌) : 사람의 얼굴 모양

원문과 함께 보는 구사(九思)

볼 때는 밝게 

본다.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듣는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한다.

용모는 단정하고 

공손하게 한다.

말은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게 

한다.

시사명(視思明) 청사총(聽思聰) 색사온(色思溫) 모사공(貌思恭) 언사충(言思忠)

일은 조심해서 

한다.

의문이 있으면 

묻는다.

화가 날 때는 

곤란하게 될 

것을 생각한다.

얻는 게 있으면 

정당한지 

생각한다.

사사경(事思敬) 의사문(疑思問) 분사난(忿思難)
견득사의 

(見得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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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사람은 바른 몸가짐을 통하여 마음을 올바르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아직 생각하는 능력이 덜 성장한 어린이들의 경우는 행동을 통

해 마음을 바로잡는 길이 유리하고, 경험이 많은 成人이라면 생각을 통해 몸을 바로잡는 것

도 가능해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九容은 행동[行]이라는 經驗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많고, 九思는 앎[知]을 통해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많지요. 

이 九容과 九思는 모두 『격몽요결』의 「지신장」에 나오는 말이지만, 원래는 따로 나오는 곳

이 따로 있어요. 九容은 五經(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의 유교경전) 가운데 한 책인 『예기』

라는 곳에 나오는 말의 일부이며, 九思는 四書(대학·논어·맹자·중용의 유교 경전) 가운데 하

나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에요. 

모두 유교 경전의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바른 몸가짐과 마음을 갖는데 필요한 것들이라 생

각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비록 九容이나 九思를 옛날처럼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6년의 전 과정을 통해 배우는 내용 

가운데 여기저기 녹아 있지요. 九容은 주로 저학년에서 九思는 고학년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

계 되지요. 

그러나 이런 태도와 마음씨를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서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

는 것이에요. 나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지 못할 경우 비록 그것이 내게 

당장 큰 손해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내게 좋지 못한 결과를 안겨주어요. 친

구들도 멀어지고 그래서 훗날 工夫나 일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지킬 경우 

훗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주지요. 그러면 나는 점점 성

공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人間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九思와 九容은 다른 어떤 工夫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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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이나 기분대로 행동하였다가 큰 실수를 하였거나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2.  구사(九思)의 내용은 한마디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서 구사의 정신에 알

맞을 것을 모두 찾아보시오. (              )

①친구가 나를 약 올려 화가나 나도 약 올리려고 한다.

②길에서 큰돈을 주웠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가지려고 한다.

③영어를 예습할 때 해석이 안 되어서 수업시간에 잘 들으려고 한다.

④오늘 4교시 과학시간에 현미경으로 식물세포를 잘 관찰할 예정이다.

⑤개학 때 옷차림을 ‘아이돌’ 가수들처럼 꾸미고 학교에 갈 예정이다.

3.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요즘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지요? (보기)처럼 두 가지만 써 보세요.

(보기) 좁은 등산길이나 산책길에서 일행이 길을 막으며 걷는 사람들

①

②

4.  주변에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경우인지 (보기)처럼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보기1) 홧김에 친구와 싸워 다치게 하여 치료비를 배상해주었다.

(보기2) 남을 따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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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視 聽 聰 明 疑 見 容 貌 難 思 忿 氣

볼 시
들을 
청

귀 
밝을 
총

밝을 
명

의심
할
의

볼  
견

얼굴 
용

얼굴 
모

어려울 
난
(란)

생각 
사

성낼 
분

기운 
기

보고 들음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의심하는 

잘못된 견해
사람의 얼굴 

모양
헤아리기 어려움

분한 생각이나 
기운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① 텔레비전을 視聽( )하는 時間( )을 줄여야 聰明( )해진다.

② 공부를 잘 하려면 疑問( )과 함께 質問( )도 많아야 한다.

③ 忿怒( 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困難(곤 )한 일을 예방한다.

④ 보통 容貌( )가 단정한 사람을 禮儀( 의) 바르다고 생각한다.

3. 다음의 한자가 들어가는 한글 낱말을 2개씩 찾아 (보기)처럼 써 보시오(국어사전 활용 가능).

(보기) 疑
의심
의혹

4. 다음 한자의 뜻을 써 보시오.

① 四時 :  ② 晝夜 :  ③ 風雨 : 

5. 다음 풀이를 보고 아래 한문을 해석해 보세요.

日出於東方하여 入於西方(입어서방)하니라.

•풀이 : 출(出)-나오다/어(於)-‘~에서’ 또는 ‘~로’를 타나내는 어조사/방(方)-방향, 방위/입(入)-들어가

氣 思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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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석분의 몸가짐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전한 때 큰 부자였던 석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늘 이렇게 행동했어요.

어쩌다 그가 왕이 있는 대궐문을 지나칠 때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왕이 타

는 수레를 끄는 말이 지나가도 몸을 굽혀 예의를 표시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

이 처음 관직에 나아가 벼슬을 받아 돌아오면 반드시 禮服을 입고 만났으며, 그 자식의 이름

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관직의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라도 왕이 飮食을 내려주면 반드시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먼저 절을 하고 엎드려 먹

었는데, 그것이 왕을 恭敬하는 예절을 지키는 일이였기 때문이에요.

또 자손 가운데 나이가 든 사람이 곁에 있으면 비록 평상시에라도 바른 옷차림을 하고 관

을 쓰며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하인들에게는 따뜻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대하면서도 말

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식이 잘못한 일을 하면 그의 행동은 보통사람과 매우 달랐어요. 자식들을 꾸짖

는 대신 自己 自身을 꾸짖는 뜻에서 밥을 먹지 않았지요.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잘못

을 고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석분의 이런 행동을 본받아 높은 관직에 올라도 생각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했어요. 그의 맏아들은 흰머리가 날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도 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와

서 問安하였고, 직접 아버지의 속옷 따위를 세탁했다고 해요.

보통 부자이거나 지위가 높으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석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겸손하고 

바르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自身의 신분과 재산을 잘 유지하고 남의 존경을 받으며 살

았는지 몰라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