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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 권학문(勸學文)

 지난 주, 가을 밤. 우리 매홀고 친구들의 시낭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무대를 꾸미면서 ‘시예악(詩ᆞ禮ᆞ樂)’
과 ‘사무사(思無邪)’를 붓글씨를 써보았습니다.  시예악
은 “시(詩)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禮)를 통해 사람은 
바로 설 수 있으며, 음악(樂)에서 사람은 완성된다.”는 말
이며, 사무사란 시(詩) 삼백편은 한마디로 말해“생각에 
그릇됨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 다 공자님의 옛 말씀이지
요. 이 말은 오늘날의 인성교육에서도 시와 음악 등 예술
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예 몇 점 쓰다가 이 기회에 권학문도 같이 써 보았습니
다. “공부해라, 공부하자”권하기를 시(詩)로 전해보는 것
은 어떨까요? 비록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열려 있
을까 의심스럽겠지만, 그래도 귀 담아 듣고 옮겨 적는 친
구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선생님 할 맛나죠. 시의 운치와 
품위를 전하며 유명한 권학문 몇 편 소개드립니다. 공부는 
끝이 없으니 내게도 가치있구요. 아이들에게 훈화하시면서 
한 편씩 크게 출력하여 게시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도연명 - 권학시
2016 매홀고 - 시 읽는 밤ㆍ별 헤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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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명의 권학시(오언절구) :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의 권학시]
盛年不重來(성년 부중래) 젊은 날은 거듭 오지 아니하며,

一日難再晨(일일 난재신) 하루에 새벽은 다시 만나기 어려워라.

及時當勉勵(급시 당면려) 때를 맞이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지니,

歲月不待人(세월 부대인) 세월을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라.
 *도연명 : 중국의 시인.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은 자(字)이다.

■ 순자의 권학문 : “작은 걸음이라도 걷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다.”

순자의 권학문
 積土成山，風雨興焉 (적토성산，풍우흥언)
               흙을 쌓아 산을 이루니 비바람 일어나네.
 積水成淵，蛟龍生焉 (적수성연，교룡생언)
               물을 쌓아 못을 이루니 교룡이 생하도다
 積善成德，而神明自得, 聖心備焉。
              (적선성덕，이신명자득, 성심비언。) 
                선을 쌓아 덕을 이루니 신명을 절로 얻고, 성심을 갖추었네.
 故 不積蹞步，無以至千里 (고, 부적규보，무이지천리)
그러므로, 작은 걸음을 걷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으며, 

不積小流，無以成江海 (부적소류，무이성강해)
작은 흐름을 쌓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네.

* 순자(荀子) :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유학자. 성악설로 유명하며 예(禮)의 덕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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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의 권학문 :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주자의 권학문

勿謂 今日不學而 有來日(물위 금일불학이 유내일)하고,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勿謂 今年不學而 有來年(물위 금년불학이 유내년)하라.  
금년에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日月逝矣, 歲不我延。(일월서의)요, (세불아연)이니,   
날과 달을 지나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嗚呼老矣! 是誰之愆? (오호노의)라! (시수지건)이라?
오호라,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주자(朱子):송나라의 대표적 유학자, 주자학이라 불리울 만큼 성리학을 집대성함.   

■ 주자의 권학시(칠언절구) : “비록 짧은 시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자의 권학문

少年易老 學難成 (소년이노 학난성)이요, 
젊은이는 쉬이 늙어가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一寸光陰 不可輕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비록 한마디 짧은 시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未覺池塘 春草夢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질 못했는데, 

階前梧葉 已秋聲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섬돌 앞의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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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구집의 권학시(오언절구) :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6. 퇴계(이황) 선생님이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 

 
             읽고 외우는 공부야 어릴 때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깊은 도리를 탐구해야지.

온 힘을 다 쏟아서 학문에 매진할 뿐

옛 성현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

            1554년 12월 8일,할아버지가

추구집 - 권학시

추구집의 권학시

 白日莫虛送(백일막허송)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靑春不再來(청춘부재래)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花有重開日(화유중개일)
     꽃은 다시 피는 날 있지만,
 人無更少年(인무갱소년)
    사람은 다시 젊은 날이 없다.
 

* 추구집(推句集) 옛 사람들의 속담, 풍자, 해학, 
명언이나 시(詩) 등을 모아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