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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놀이도 공부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만약 장기나 바둑이나 저포(樗蒲)* 같은 놀이를 벌여 놓

았으면 눈여겨보지도 말고 뒷걸음쳐 물러난다. 또 광대나 기생들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곳을 만나면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마을의 대회(大會)를 만나 나이든 어른이 참석하라고 힘써 권해서 

피해갈 수 없으면, 비록 그 자리에 있더라도 몸가짐을 단정(端整)히 하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게 하여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氣色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격몽요결』 「지신장」)

삼가 멀리 나가 놀지 말 것이며 멀리 나가 놀 때는 반드시 부모에 가는 곳을 알려

야 한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 놀지 말아야 하니,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이

다. 깊은 연못에서 수영하지 말아야 하니, 부모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사

자소학』)

*저포(樗蒲): 5개의 나무로 만든 윷가락 같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목적한 끝 수)로 승부를 다투던 놀이

*간사하다 :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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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오락에 대해서

옛날에는

바둑과 장기를 두는 것 보면 선비들은 피해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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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취미나 특기로 바둑을 배운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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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광대나 기생이 노는 것을 보면 선비들은 못 본 척 피해갔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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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가수들이 등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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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부모는 아이들이 깊은 연못에서 수영을 하면 못하게 하였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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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안전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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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격몽요결』에서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노는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혹 길거리

나 시장 또는 마을의 축제 같은 곳에서 광대나 기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 피하라

고 해요. 광대나 기생은 요즘말로 말하면 가수·배우·개그맨 등과 같은 연예인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왜 이렇게 율곡 先生은 피하라고 말했을까요? 이럴 때면 정말 답답하고 고리타분

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이지 조선시대에 바둑이나 장기 그리고 저포놀이는 물론이고 길거리나 시장바닥에서 

광대들이 춤추는 일을 보는 따위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요. 게다가 큰 잔치 같은 行事가 있거

나 또는 양반들이 놀 때 기생을 불러 노래하고 춤추게 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요. 춘

향전 같은 판소리나 신윤복의 풍속화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곡 先生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娛樂과 놀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學問을 닦아 남을 이끌거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것

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學問하는 사람이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혹 탐욕이나 음란

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지도자가 그런데 빠지면 공연한 오해를 살 뿐만 아

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娛樂이나 놀이가 工夫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금지하는 父母는 없을 거예

요. 더 나아가 아예 自己 子女를 연예인으로 키우는 父母들도 있어요. 오늘날은 연예인이 人

氣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은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피곤한 몸과 마음의 휴

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놀아야 남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人生의 행복도 느

끼고 일의 능률도 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도 工夫해야 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놀기만 하는 것은 또 경계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려면 또 일해서 얻

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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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은 놀이와 오락에 대해 옛날과 오늘날의 관점을 정리한 표이다. 앞의 글을 읽고 빈칸에 적당

한 말을 써 넣으세요.

구분 옛날 오늘날

놀이(바둑, 장기 등)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음

오락(광대, 연예)
공부에 방해되지 않으면 보는 

것을 허락함. 직업으로 연예인을 
희망함

스포츠 활동(수영, 등산 
등)

안전한 수영장이나 놀이동산에서 
놀게 한다.

2.  옛날 모든 사람에게 바둑이나 장기, 광대나 기생의 춤을 구경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선비들 

스스로 그것으로 놀지 않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도록 권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만 고르시오. 

   (            )

① 나라에서 금지하였기 때문에

②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게을러지거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③ 이익을 탐내는 욕심이나 음란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④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4.  앞의 『격몽요결』이나 『사자소학』을 쓸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역사적 배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생깁니다. 아래 표에 그것을 써 보시오.

동의하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

5.  오늘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나 공부 못지않게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놀 

줄 모르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도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잘 놀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세 가지만 써 보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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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端 整 遊 戱 歌 舞 深 淵
바를 단 가지런할 정 놀 유 놀 희 노래 가 춤출 무 깊을 심 못 연

깨끗이 정리되어 
가지런함

즐겁게 노는 것 
또는 노는 행위

노래와 춤 깊은 연못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① 매사가 端整( )한 사람은 그 몸가짐도 端正( )함을 알 수 있다.

② 요즘은 외국으로 遊學( )을 떠나는 學生( )이 많다.

③ 歌手( )의 노래에 맞추어 舞踊手( 용 )가 춤을 추었다.

④ 제주도에 있는 天帝淵( 제 ) 폭포 아래는 水深( )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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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한자의 뜻을 써 보시오.

① 長幼有序 : 

② 朋友有信 : 

③ 兄友弟恭 : 

5. 다음 풀이를 보고 아래 한문을 해석해 보세요.

人非父母면 無從而生이요 愛其父母者는 亦必愛其兄弟라

•�풀이 : 비(非)-아니다/무(無)-없다/종(從)-좇아 또는 ~로부터/이(而)-문장을 이어주는 어조사/생(生)-태어나다/애(愛)-사랑하다/기(其)-그/자(者)-사

람/역(亦)-또한/필(必)-반드시 또는 꼭 ~해야 한다/無從而生-직역하면 ‘좇아 태어나는 것이 없다’ 곧 무엇으로부터 태어날 길이 없다는 뜻

(보기) 整
정리

歌 遊 深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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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도간이 놀이를 금지함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東晋(동진)이라는 나라에 陶侃(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광주라는 지방의 자사 벼슬을 할 때 일이 없을 적에는 아침에 벽돌 100장을 

집밖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그것을 다시 집안으로 옮겼어요. 누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지나치게 편안하면 마음이 풀어져서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뒤에 형주라는 지방의 자사가 되었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부지

런히 힘썼어요. 태도가 공손하고 행동이 저절로 예절에 맞아 人間이 되는 道理를 좋아했어

요.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복잡한 일을 빈틈없이 처리했지요. 멀거나 가까운 데서 온 글

이나 서류에 대하여 일일이 손수 답장을 썼으며, 관계가 뜸해진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 이

야기를 나누어 막히는 일이 없게 했어요.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임금은 聖人이었는데도 짧은 時間도 아꼈으니 그대들도 時間을 아껴야 한다. 어찌 편안

하게 놀고 술에 취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 살아서 세상에 보탬이 없고 죽어서 후세

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부하들 가운데 잡담과 놀이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술그릇과 저포·장기·바둑 등

의 놀이기구를 빼앗아 모두 江에 버리게 했어요. 혹시 벼슬아치나 부하 장교 가운데 이를 어

긴 사람이 있으면, 매를 치면서 말했어요.

“놀음은 돼지나 기르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오락이나 놀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이야기처럼 관리들이나 

회사원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나 오락이나 놀이를 하면 안 된지요. 물론 학생들도 학교의 공

부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아무래도 분위기를 해치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 인성 가치 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