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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어느날 아침이었습니다. 아기 병아리 한 마리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아리는 산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오늘 아침은 기분이 좋
았습니다. 아기병아리가 참나무 아래를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토리 한
개가 ‘톡’ 하고 아기 병아리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병아리: 아니?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하늘이 무너지잖아!
합창단:

병아리야 뛰어라, 병아리야 뛰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병아리야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아기병아리: 임금님께 알려야지, 임금님께 알려야지
내 머리 위로 하늘 조각이 떨어졌다고
나는 꼭 임금님께 알려드려야 돼.
합창단:

임금님께 꼭 알려야 돼
임금님께 꼭 알려야 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꼭 알려드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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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아기 병아리는 임금님이 계신 성으로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헤니페니를 만났습니다.
.
암탉: 아기 병아리님, 좋은 아침이네요.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아기 병아리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인사도 하지 않으세요?
아기병아리: 나는 지금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임금님을 만나러 가야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암탉: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기병아리: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합창단: 뛰어라, 아기 병아리님 뛰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뛰어라, 아기 병아리님 뛰어라.
임금님께 알려드려라.
암탉: 다시 말해봐. 뭐가 무너졌다고?
아기 병아리: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암탉: 언제 무너졌는데?
아기병아리: 조금 아까
암탉: 조금 아까? 오, 안돼.
우리는 임금님께 알려 드려야 해요.
합창단:

임금님께 알려야 해
임금님께 알려야 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알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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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그래서 아기 병아리와 암탉은 임금님이 계신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친구인 수탉을 만났습니다.
수탉: 안녕하세요? 아기 병아리님
안녕, 암탉님.
지금 어디 가세요?
왜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세요, 암탉님.
아기 병아리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합창단:

암탉: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아기 병아리님, 왜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암탉님, 왜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합창단: 임금님께 알려야 해.
임금님께 알려야 해.
천천히 갈 수 없어.
임금님께 알려야 해.
수탉: 임금님께 무얼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 됐는데요?
뭘 임금님께 알릴 건데요?
합창단: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 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 됐어요.
암탉: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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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 뛰어라, 병아리야, 뛰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임금님께 알려라. 임금님께 알려라.
하늘이 무녀지고 있다.
수탉님, 암탉님, 아기 병아리님, 뛰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수탉: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암탉님, 어떻게 알았어요?
암탉: 아기 병아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기 병아리: 어떻게 알았냐구요?
조금 전에 하늘 한 조각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수탉: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해설자: 그래서 수탉은 아기 병아리와 암탉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셋은 임금님
이 계신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리: 아기 병아리님, 암탉님, 수탉님, 안녕!
어디를 가세요?
아기 병아리님, 암탉님, 수탉님,
나도 같이 갈까요?
합창단:

아기 병아리님, 암탉님, 수탉님,
아기 병아리님, 암탉님, 수탉님,
나도 같이 갈까요?
나도 같이 갈까요?

수탉: 우리는 임금님을 만나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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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금님을 꼭 만나야 해요.
오리: 왜 임금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수탉: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리: 아니, 하늘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탉: 그래, 맞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리: 수탉님, 어떻게 알았어요?
수탉: 암탉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리; 암탉님, 어떻게 아셨어요?
암탉: 아기 병아리님이 말했어요.
오리:

아기 병아리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기 병아리: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구요?
조금 전에 하늘 한 조각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오리: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임금님께 알리러 가야해.
해설자: 그래서 오리는 아기 병아리와 암탉과 수탉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넷
은 임금님이 계신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친구인 거위를 만
났습니다.
거위:

아기병아리님, 암탉님, 수탉님, 오리님,
어디가세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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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임금님을 만나러 가요.
거위: 왜 임금님을 만나러 가요?
왜 임금님을 만나려고 해요?
임금님은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알아요?
왜 임금님을 만나려고 해요?
합창단:

임금님! 임금님!
모두들 임금님을
임금님은 중요한
아무도 당신에게
임금님은 당신이

만나려고 하지요.
일이 많아요.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요.

오리: 우리는 임금님을 만나야 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위: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리님, 어떻게 알았어요?
오리: 수탉님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거위: 수탉님, 어떻게 알았어요.
수탉: 암탉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위: 암탉님, 어떻게 아셨어요?
암탉: 아기 병아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위: 아기 병아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기 병아리: 내가 어떻게 알았냐구요?
좀 전에 하늘 조각이 하나 내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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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금님에게 알려야 해요.
해설자: 그래서 거위도 아기 병아리와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같이 가기로 했어요.
다섯명이 같이 임금님의 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친구인 칠면조를 만났어요.
칠면조 : 모두들 어디로 가세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거위: 우리는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임금님을 만나야 해요.
칠면조: 왜 임금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거위: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누군가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칠면조: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위: 아기 병아리가 암탉에게 말했고 암탉이 수탉에게 말했고, 수탉이 오리에게
말했고 오리가 나에게 말했어요.
칠면조: 정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갈게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는 임금님에게 알려야 해요.
해설자: 그들은 서둘러 빨리 빨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기 병아리와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가 같이 임금님의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우를 만났습니다.
합창단: 여우를 조심해라.
여우가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여우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우가 너희를 먹을 것이다.
여우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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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여우는 아기 병아리가 친구들과 함께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
다. 여우는 빙그레 웃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여우: 아, 하!
내 앞으로 걸어 오는 게 뭐냐?
이건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 걸.
음~, 음~,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먹고 싶다.
해설자: 여우는 병아리와 친구들을 보고 공손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좋은 아침에 어디로 가십니까?
아기 병아리: 아, 여우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임금님께 알리러 가야해요.
우리는 임금님께 알리러 가야해요.
해설자:

여우는 아주 영리합니다.
여우는 잠깐 생각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여우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병아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우: 아 정말 맞는 말이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나를 따라 오세요. 내가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나하고 같이 임금님께 갑시다.
해설자:

그래서 아기 병아리와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가 여우를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은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임금님께 알리지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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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ne morning Chicken Little was walking along the road when a small
acorn fell, and landed right on her head. She was surprised and very
scared because she thought it was a piece of the sky. She was sure the
sky was falling in. She began to hurry down the road to the King’s palace
to tell him the terrible news.
On the way, she met her old friend, Henny Penny. When Chicken Little
told her that the sky was falling in, Henny Penny was surprised and
scared too. So Henny Penny and Chicken Little hurried together down
the road to the King’s palace. Soon they met their old friend Cocky
Locky. They told him what the problem was immediately. When he
heard that the sky was falling in, Cocky Locky wanted to come with
them. So the three friends hurried quickly down the road to the King’s
castle. Pretty soon they met their friend Ducky Wucky. As soon as they
told him that the sky was falling in, he was just as scared as they were
and wanted to come with them to tell the King the terrible news.
Now Chicken Little, Henny Penny, Cocky Locky, and Ducky Wucky all
hurried down the road and soon they met their old friend Goosey Woosey.
They told him immediately about the sky falling in.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wanted to come with them. So now Chicken Little, Henny
Penny, Cocky Locky, Ducky Wucky, and Goosey Woosey all hurried
together down the road to the King’s castle.
As they were hurrying along the road, just as fast as they could go,
they ran right into their old friend Turkey Lurkey. He was surprised to see
all of his friends running along the road, but when they told him the
terrible news about the sky falling in, he was even more surprised. Turkey
Lurkey decided to join them right away.
Now they were all hurrying along the road when suddenly they met
Foxy Woxy. Foxy Woxy was very surprised to see all those wonderful
animals running along the road. He asked Chicken Little and her friends
where they were going. They didn’t have time to stop, but as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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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along, they told Foxy Woxy the story of the sky falling in and
explained that they had to tell the King.
Now Foxy Woxy was a clever fellow. He didn’t believe for a minute that
the sky was really falling in, but he knew that Chicken Little and her
friends would make a wonderful Sunday dinner. So Chicken Little, Henny
Penny, Cocky Locky, Ducky Wucky, Goosey Woosey, and Turkey Lurkey
all followed Foxy Woxy and nobody ever saw them again. And nobody told
the King.

이 연극은 학생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라서 이해가 빠르다.
저 학년들이 하면 좋다.
대사의 내용에 어려운 단어가 없다. 반복되는 대사가 많아 학생들이 외우기 쉽다.
준비물: 아기 병아리, 암탉, 수탉, 오리, 거위, 칠면조, 여우의 머리 부분만
머리에 모자처럼 쓸 수 있게 만들거나 가면을 만든다.
의상까지 만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의상이 없어도 간단히 할 수 있다.
합창단은 노래를 해도 좋고 아니면 대사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도 좋다.
무대에는 나무를 두 그루나 세 그루 정도 만들어서 여기 저기 세워 놓는다.
큰 참나무는 반드시 무대 왼쪽에 세워 놓아야 한다.
무대 뒷면 멀리에 임금님의 성을 그려 놓아도 좋다.
학생들은 무대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암탉, 수탉, 오리, 거위, 칠면조가 빨리 빨리 등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우가 등장하여 모두를 이끌고 퇴장하면서 해설자가 마지막 해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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