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와 놀부
때: 옛날
곳: 어느 곳
나오는 사람들
흥부와 흥부 아내
놀부와 놀부 아내
복동 (흥부 아들)
길순 (흥부 딸)
제비들 1~6
진주의 정 1~6
파란 구슬의 정 1~6
황금의 정 1~6
도깨비 1~6
무대: 흥부의 집이다. 왼쪽이 사립문이고 오른쪽이 집이다.
다음 합창과 더불어 막이 열린다.
합창
옛날
흥부
동생
형님

1
옛적
놀부
흥부
놀부

어느 골 어느 마을에
두 형제 살았더라나
마음 좋다 소문 났지만
구두쇠로 이름 났었지

놀부 형의 욕심이 태산 같아서
부모님이 물려준 논밭 모두를
혼자 혼자 제 혼자 가로 챘다나
합창에 이어 막이 오르면 제비들, 다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제비들의 노래 2
우리 우리 흥부님 마음씨 고와
흥부님 처마에 집을 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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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가고 늦가을 되면
강남으로 강남에 날아 갈래요.
흥부님 흥부님 기다리세요
무더운 여름 가면 가을 오듯이
어두운 밤이 새면 새벽 밝듯이
가난하다 슬퍼말고 참아보세요.
아까부터 사립문쪽에 나타나서 제비들의 춤을 보고 있던 흥부, 집안으로 들
어온다.
흥부: 고맙다, 제비들아
첫째: 보고 계셨군요?
흥부: 하지만,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세째: 가난은 죄가 아니래요.
제비들: 그럼요.
흥부: 고맙다, 제비들아!
네째: 흥부 아저씨, 우리 노래 들으셨잖아요. 무더운 여름 가면 가을 오듯이,
어두운 밤이 새면 새벽이 밝듯이 가난하다 슬퍼말고 참으세요.
제비들: 참으세요!
흥부: 오냐 오냐, 참고 말고.
다섯째: 그런데 아저씨.
흥부: 왜 그러느냐?
다섯째: 복동이와 길순이는 어디 갔지요?
흥부: 심부름 좀 보냈다.
다섯째: 어디요?
흥부: 그건 저 저--여섯째: 말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어요.
흥부: 너희들 보기 부끄럽구나.
여섯째: 괜찮아요.
제비들; 괜찮아요.
제비들, 다시 노래2의 2절을 부를 때, 흥부,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한다. 복
동이와 길순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달려 들어온다. 뒤따라 놀부,
달려 들어온다. 제비들 한쪽으로 피해 선다.

2

아이들: (아버지 뒤에 숨어 오돌오돌 떨며) 큰아버지 잘못했어요.
놀부: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며)에이 쓸개 빠진 놈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쪽
박을 들려 내 집에 보내냐? 응.
흥부:
놀부:
흥부:
놀부:

애들이 하도 배고파 하기에 --그래, 이런 흉년에 배 고픈 사람이 네 놈들 뿐이냐?
잘못했어요, 형님.
(제비들을 보고) 흥, 자식새끼들은 쪽박을 들려 동냥 보내놓고 넌 그래,

저런 제비새끼들 하고 어울려 히히덕거려?
흥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부: 그래, 네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서성거리고 있는 제비들에게 지팡
이를 휘두르며) 아니, 이것들이 날아가지 않고서 누구 약을 올리나.
첫째: 얘들아, 우리 벌레 잡으러 가자.
제비들: 그래 그래!
제비들, 사라지며 노래 부른다.
노래
정말
혼자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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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네
혼자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고래 고래고함 지르고 있네.

놀부: (사립문쪽으로 달려가 제비들이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며) 아니, 저것들
이? --- 어디 두고 봐, 내 손에 잡히는 날엔 --- (되돌아 와 흥부에게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며) 아아니, 이 놈아. 네 놈이 나하고 무슨 원수
가 졌냐? 응.
흥부: 원수 지다니요?
놀부: 그래, 네 놈과 네 여편네가 번갈아가며 내집 문턱이 닳도록 동냥오더
니, 이젠 쥐새끼 같은 자식들까지 쪽박을 들려 보내?
흥부: 갈 데라곤 형님 집 밖에 더 있읍니까? 형님.
놀부: 형님? 듣기 싫다 이 놈!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흥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부: 그 형님이란 말을 빼라니까 자꾸 내 속을 뒤집어 놓네.
흥부: 형님, 참으시고 건너가십시오.
놀부: 그래, 간다 이 놈아. 내가 여기 살 줄 알았냐?
흥부: 그렇게 언짢으시면 쉬었다 가시죠.
놀부: 싫다 이 놈아! 날 여기 묶어놓고 쌀가마 져 오라고 떼 쓰려고? (사립문
쪽으로 나가며) 다시는 내 눈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 (들어오는 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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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마주친다.)
흥부 아내: 시숙님 오셨어요?
놀부: (흥부 아내 손에 들린 바가지를 보고) 흥, 꼴 좋다. 이제 줄줄이 떼거지
로 나섰군 그래.
흥부 아내: 이쁜이 집에서 쌀보리 한 되 갖다 먹으라기에---.
놀부: 그래, 줄줄이 떼거지로 나서서 내 망신 실컷 시키라고. 시켜!
흥부 아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시숙님!
놀부: (흥부 아내 손에 들린 바가지를 내리치며) 아니, 이렇게 쪽박을 들고
나셨는데도 내 망신 안 시켜?
바가지가 뜰에 뒹굴어, 보리쌀이 흩어진다. 놀부, 급히 사라진다.
흥부: (아내에게 다가가며) 여보.
흥부 아이들: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엄마.
흥부 아내: (울면서) 그저 죽어야지.
흥부: 여보 참아요. 우리가 가난한 탓이지, 형님을 탓할 수 없잖소.
복동: 큰아버지가 우리 바가지도 밟아 버렸단 말이야.
흥부 아내: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는데 --- (마루에 주저 앉는
다.)
흥부: 복동아 길순아, 보리를 주워 담아라!
흥부 아이들: 예 !
흥부: 여보, 내 가서 내일 품삯 들 데 있나 알아보고 오겠소.
흥부 아내: 빨리 돌아와요. 묽은 보리죽이나마 뱃속을 채워야 하지 않아요.
흥부: 내 걱정 말고 아이들이나 끓여 주오.
흥부 밖으로 나가고, 아내 부엌으로 사라진다. 아이들은 뜰에서 보리
를 줍고 있다. 제비들, 나타나 보리를 주워 주며 노래를 부른다.
노래 4
앙칼 앙칼 놀부형
보리 보리 쌀보리
동냥은 주지 않고
동냥은 주지 않고
<불이 꺼진다>

심술
흩어
심술
쪽박

지팡이
놓았다.
부리고
깼구나.

2장
1장과 같은 무대이다. 초가을의 저녁 무렵. 다음과 같은 합창과 더불어 막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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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5
산에 산에 단풍이 물든 가을에
제비들은 놀부 밭에 날아 갔다가
숨어있던 놀부에게 들켰다나요
심술꾼 놀부가 달려 들어서
새끼 제비 다리를 꺾어 버렸대.
복동이와 길순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온다.
흥부 아이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흥부 아내: (부엌에서 나오며) 왜 그러느냐?
복동: 새끼 제비가.
흥부 아내: 새끼 제비가 어쨌단 거야?
길순: 큰 아버지 밭에 갔다가 ---.
복동: (울면서) 큰아버지에게 붙잡혔단 말예요.
흥부 아내: 그래서?
길순: 큰아버지에게 붙잡힌 새끼제비의 (울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부 아내: 다리가 부러져?
길순: 큰아버지가 부러뜨렸단 말예요.
흥부 아내: 뭐라고?
복동: 그래서 다른 제비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야.
흥부 아내: 이 일을 어쩌나, 너의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제비들, 여섯째 제비를 들춰업고 나타난다.
흥부 아내: (여섯째 제비를 안아 마루에 눕히며) 이 일을 어쩌나?
길순: 엄마, 빨리 약을 발라요.
흥부 아내: 글쎄 엄두가 안 나는구나!
흥부: (괭이를 메고 달려 들어오며) 어떻게 된 일이냐? 밭에서 보니까 제비
한 마리를 들춰 업고 가던데---.
흥부 아내: 여보 어서 와요.
복동: 큰아버지가 여섯째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야.
흥부: 뭣이? 다리를 ---- 왜?
길순: 큰아버지 밭에 갔다가 잡혔단 말이야.
흥부: 저런. (여섯째 제비의 다리를 보며) 이거 야단 났네 (아내에게) 여보,
된장 좀 떠와요.
흥부 아내: (부엌으로 사라진다.)
길순: 아버지, 새끼제빌 꼭 살려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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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그래!
제비들: 살려주세요.
흥부: 그래, 걱정 말아!
흥부 아내, 부엌에서 된장을 떠온다. 흥부가 제비의 상처에다 된장을 바
르고 치료하는 사이 제비들, 무릎을 끓고 기도의 노래를 한다.
노래 6
하느님 하느님 도와 주세요.
가엾은 여섯째 살려 주세요.
복동: (제비쪽으로 가서) 제비들아, 걱정 말아!
길순: (제비쪽으로 가서) 제비들아, 슬퍼 말아!
노래 7
흥부님 흥부님 부탁이어요
여섯째 다리를 살펴 주세요.
흥부: 그래, 그래 알았다..
흥부 아내: 곧 나을 거야.
노래 8
우리를 강남에 돌아가도록
내년 봄 싹트면 돌아오도록
여섯째 다리를 고쳐 주세요.
<불이 꺼집니다.>
3장
무대는 1,2장과 같은 장면이다. 3장은 이듬해 가을이다.
다음과 같은 합창과 더불어 막이 열린다.
합창 9
가을 가고 겨울 지나 다음 초봄에
강남갔던 제비들이 돌아왔다나
강남 제비 박씨를 물고 왔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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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도 무르익은 흥부 지붕에
둥글둥글 흰박이 익었다나.
첫째: 흥부 아저씨, 날이 춥기 전에 우린 떠나야겠어요.
흥부: 정말 섭섭하구나. 벌써 늦가을이 됐으니.
아이들: 내년 봄에 꼭 와!
흥부 아내: 고맙다, 제비들아. 저렇게 큰 박을 주렁주렁 열게 해 주어서.
첫째: 그건, 지난 봄에 우리 여섯째를 구해 준 선물인 걸요.
흥부: 그런데 너희들, 우리가 박 타는 걸 보고 떠났으면 해.
세째: 아니어요. 한바다를 건너려면 지금 떠나야 해요.
제비들: 그래요.
흥부: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구나---. 먼 길에 조심들 해라!
네째: 여러분들도 내년 봄까지 편히 계세요.
흥부: (식구들과) 그래.
다섯째: 내년 봄에 우리가 오면 다시 그 땐 멋진 우리 집을 지어 주셔야 해
요.
흥부: 그럼,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건 염려 말아!
여섯째: 틀림없이 내년 봄에는 우리들 집이 크게 지어져 있을 거예요.
흥부: (아내와) 그래?
제비들: 그래요. (아이들에게) 안녕!
아이들: 잘 가, 제비들아.
제비들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다가 사라진다.
노래 10
여러분들 안녕히 잘들 계세요
봄 여름 가을 동안 신세 많았죠
지지배배 지지배배 다시 만나요.
흥부가족: 그래, 또 만나자!
노래 11
둥글둥글 흰 박을 켜 보시면
우리들이 한 말을 알게 될 거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안녕히 계세요.
흥부가족: 잘 가 제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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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들, 사라진다. 흥부 가족들, 사립쪽까지 달려 나가 한참동안 제비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섰다.
흥부: 여보, 그리고 얘들아, 우리 어서 박을 타자!
모두: 그래요.
흥부, 아내와 아이들은 박을 따서 뜰 가운데 옮기고, 흥부는 톱을 가져온다.
이윽고 노래에 맞추어 박을 타기 시작한다.
노래 12
이 박은 타서 됫박 하고
이 박은 타서 여물박 하고
쓱 싹 쓱 싹 톱질하세 톱질하세
이 바가지 복바가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짝’하며 큰 박이 갈라지면, 박 속에서 우닥 방망이(나무망치)가 나온다. 모두,
눈이 둥그래진다.
흥부: (방망이를 주워들고) 여보, 이거 방망이 아니요?
복동: 아버지, 그거 나무 망치 아녜요?
흥부 아내: 이상하네요. 박 속에서 나무 방망아가 나오다니---.
흥부: 그러게 말이요.
길순: 아버지, 다른 박을 켜 요, 네.
흥부: 그래 켜 보자.
흥부 가족들, 노래 12를 부르며 다른 박을 탄다. 드디어 ‘짝’ 소리와 함께 박
이 갈라지면 진주의 정들이 안개에 싸여 나타난다.
흥부가족: 아니?
진주의 정들: 부르셨나이까?
흥부: 너희들은?
진주의 정들: 우리들은 진주의 정이옵니다.
흥부 가족: 진주의 정?
진주의 정들: 또 다른 박을 타 봐요.
흥부 아이들: 아버지, 빨리 타 봐요.
흥부: 그래, 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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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가족, 노래 12에 맞추어 다른 박을 탈 때, 진주의 정들은 춤을 춘다. 이
윽고 ‘짝’하고 박이 갈라지면서 박 속에서 파란 구슬의 정이 나타난다.
이 때 놀부, 사립쪽에 나타나 집안을 살피며 눈이 휘둥그래진다.
흥부: 너희들은?
파란구슬의 정: 우리들은 파란 구슬의 정이옵니다.
흥부가족: 파란구슬의 정?
흥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요?
흥부 아내: (제 팔뚝을 꼬집어 보며) 분명히 꿈이 아니에요.
정들: 또 다른 박을 타보세요.
흥부가족들, 노래 12에 맞추어 정신없이 다른 박을 타자, 황금의 정들이 나
타난다.
황금의 정들: 부르셨나이까? 우리는 황금의 정이옵니다.
흥부가족: 황금의 정?
황금의 정들: 그렇습니다.
흥부: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 박 속에서?
진주의 정1: 우린, 먼 남쪽나라 강남궁전의 여왕님이 보낸 진주의 정!
진주의 정들: 진주의 정!
파란구슬의 정1: 우리는 파란 구슬의 정!
황금의 정1: 우리는 황금의 정!
흥부: 그런데 여긴 왜?
진주2: 우리 강남제비를 구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파란2: 착한 흥부님 가족을 돕기 위해 ---.
활금2: 흥부님 가족의 시녀가 되기 위해!
진주3: 박씨에 담겨!
진주들: 박씨에 담겨!
파란3: 제비들에게 물려!
파란들: 제비들에게 물려!
황금3: 바다를 건너!
황금들: 바다를 건너!
정들: 왔나이다.
흥부: 아, 고마운 제비들!
진주4: 첫째 박속에서 나온 그 우닥방망이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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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5: 명령을 내리시면---.
파란5: 명령을 내리시면 ---.
파란들: 파란 구슬이 쏟아지고.
황금1: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황금5: 명령을 내리시면 ---.
황금들: 금돈이 쏟아지고---.
흥부: (방망이를 훑어보며) 이 방망이로?
정들: 어서 명령하세요.
놀부, 참다 못해 달려 들어와 흥부의 손에서 우닥방망이를 빼앗으려다 미끄
러져 켜지 않은 다른 박에 쓰러지자, ‘짝’하며 박이 갈라지면서 도깨비
들이 나타난다.
도깨비1: 이놈, 놀부야. 여기는 무엇하러 왔느냐!
놀부: 박타는 구경하러 왔어요.
도깨비2: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박을 빼앗으러 왔지?
놀부: 아닙니다.
도깨비3: 그래도 네 검은 뱃속을 감추고 있구나.
놀부: 아닙니다요.
도깨비4: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도깨비5: 우리 강남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서
도깨비6: 그 주제에 동생의 박까지 빼앗으려 들어?
놀부: 아닙니다.
도깨비1: 안 되겠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이 놀부를 혼내 주자!
도깨비들: 혼내 주자!
도깨비들, 놀부를 막 때린다.
놀부: 아이구 나 죽는다. 흥부야, 이 형을 살려다오.
흥부: (우닥방망이를 든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형님, 형님!
놀부: 흥부야 나 죽어! 이 형을 살려 줘, 흥부야!
복동: 아버지, 그 우닥방망이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길순: 그래요, 아버지.
흥부 아내: 어서요.
흥부: 그렇지 (우닥방망이를 휘두르며) 도깨비들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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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 연기에 싸여 사라진다. 엉덩이를 하
늘로 추켜 올리고 땅에다 얼굴을 파묻은 놀부 오돌오돌 떨기만 한다.
흥부: (놀부에게 달려가서) 형님, 일어나십시오.
놀부: 흥부야, 그 도깨비들 갔냐?
흥부: (아내와) 일어나세요!
흥부 아이들: 큰아버지, 도깨비들은 갔어요.
놀부: (부시시 일어나며) 정말이냐?
흥부: 갔어요. 일어나십시오.
정들: (한바탕 웃는다.)
놀부: (부끄러워 한동안 말이 없다가 흥부에게) 흥부야, 이만하다. 이 형이 잘
못했다.
흥부: 괜찮아요 형님. --- 이제 우리 형제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놀부: 하지만, 나야 무슨 낮짝으로 ---.
흥부: 아닙니다. 형님.
진주5: 이제 저희들에게 명령하세요.
파란6: 명령을 기다리겠어요.
황금7: 명령을 내리세요.
정들: 명령하세요.
아이들: 아버지 빨리요.
흥부: (우닥방망이를 추켜 올리며) 진주시녀야, 파란구슬의 정들아, 황금의 시
녀들아, 진주와 구슬 그리고 금돈을 쏟아다오.
정들, 다음 노래에 낮추어 춤을 추면서 진주와 파란구슬 기리고 금돈을 쏟아
낸다. 흥부가족들, 미친듯이 진주와 구슬 그리고 금돈을 박속에 주워
담는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놀부도 멋적게 주워 담는다.
노래 13
진주들: 명령이 내렸도다 진주야 쏟아져라
구슬들: 명령이 내리셨다 구슬아 쏟아져라
황금들: 명령이 내리셨다 금돈아 쏟아져라
정들: 착하신분 흥부님이 우리 제비 구하셔서 강남궁전 여왕님이 우리들을
보내셨네
착한이 흥부집에 진주진주 쌓이어라 인정많은 흥부집에 파란구슬 쌓
이어라.
어진이 흥부집에 황금 금돈 소복소복 쌓이고 쌍이어서 부자부자 되시
어라.
노래와 춤이 한창일 때 막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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