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와 개암
때: 옛날
곳: 숲 속, 산골 마을
나오는 사람들: 나무꾼, 욕심쟁이, 도깨비 1,2,3,4,5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가 들린다.
나무꾼: (지게를 지고 두리번거리며) 여기서 나무를 해야겠구나.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조금 쉬었다 할까?
(땀을 씻으며 나무 밑에 앉는다.) 어? 개암이 있네!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개암을 주머니에 넣는다.)
천둥 소리,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무꾼: 갑자기 비가 오네! 우선 비를 피해야지. (지게를 지고 달린다.)
저기 집이 한 채 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빈집인가?
(기웃거리다 안으로 들어간다.) 나무를 많이 했더니 힘이 드는군. 잠깐 눈이나
붙였다 갈까? (잠시 후) 쿨쿨.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도깨비 1: 대장 도깨비가 나가신다. 으헤헤.
도깨비 2: 털보 도깨비가 나가요. 으하하
도깨비 3: 왕눈이 도깨비가 나갑니다. 흐흐흐
도깨비 4: 덜렁이 도깨비가 나가요. 킥킥킥
도깨비 5: 꼬마 도깨비가 나갑니다. 히히히
나무꾼: 도깨비가 나타났네.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떨며 다락방에 숨는다.)
도깨비 1: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얘들아, 배고프지?
도깨비 2,3,4,5: (큰 소리로) 네.
도깨비 1: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도깨비 2: 호박엿.

도깨비 1: 이가 썩어서 안 돼.
도깨비 4: 돼지고기.
도깨비 5: 닭튀김
도깨비 3: 채소도 먹고 싶어요.
도깨비 1: 알았다. 자, 음식아 나오너라.
도깨비들: 뚝딱!
도깨비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노래하고 춤춘다.
나무꾼: 먹을 것을 보니 배가 더 고프네. 옳지, 이 개암이라도 먹어 볼까?
개암을 깨물자, 딱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난다.
도깨비들: 으악, 집이 무너지려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나무꾼: (다락방에서 나오며) 어, 도깨비들이 도망갔네. 야! 맛있겠다. 이런,
도깨비방망이도 놓고 갔네.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로 많은 재산을 모은다. 그 소문을 듣고,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가 찾아온다.
욕심쟁이: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노리개를 집어 들며)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나무꾼: 마음에 들면 갖게.
욕심쟁이: (은수저를 가리키며) 저건 또 뭔가?
나무꾼: (가져다 주며) 이것도 가지고 가게.
욕심쟁이: (나무꾼의 옷을 살피며) 그건 비단옷인가?
나무꾼: 이 옷도 주겠네.
욕심쟁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부자가 되었는가?
나무꾼: 실은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 한다.)
욕심쟁이: 그래? (숲 속으로 달려가려 한다.)
나무꾼: 이보게, 위험하네. 내 것을 나누어 줄테니 그 곳에는 가지 말게나.
욕심쟁이: 이거 놓게!
욕심쟁이가 숲 속 빈 집의 다락방에 가서 숨는다. 도깨비들이 나타난다.
도깨비 1: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지?

도깨비 2: 글쎄, 사람 냄세 같기도 하고 ----.
도깨비 3: 아니야, 어제 먹다 버린 돼지고기 냄새야.
도깨비 1: 그런가?
도깨비 4: 우린 어제 돼지고기 안 먹었어.
도깨비 3: 뭘 먹었지?
도깨비 5: 노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도깨비들: 그렇다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욕심쟁이가 개암을 딱 깨문다.
도깨비 1: 옳지, 바로 여기로구나.
도깨비 2: 하하하,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도깨비 3: 어림도 없지.
도깨비 4 (욕심쟁이를 끌어 내며) 어서 방망이 내놔.
욕심쟁이: 어이구, 전 모릅니다.
도깨비들이 욕심쟁이를 방망이로 때리려 한다.
욕심쟁이: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도깨비 1: 좋아, 다시는 우리 물건을 훔쳐 가면 안 돼.
욕심쟁이: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욕심도 안 부리고요.
욕심쟁이는 급히 도망간다.
도깨비들: 하하하.

읽기 2-1 page 142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글을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며 ‘도깨비와 개암’을 읽어 봅시다.

◈ ‘도깨비와 개암’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나무꾼은 어디에서 비를 피하였나요?
(2) 도깨비들은 왜 도망을 갔나요?
(3) 욕심쟁이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 ‘도깨비와 개암’을 다시 읽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비를 피해서 빈 집으로 간다.
↓↓
도깨비들이 나타나 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고 춤춘다.
↓↓
↓↓
나무꾼은 부자가 된다.
↓↓
↓↓
도깨비들이 욕심쟁이를 찾아 내어 혼을 낸다.
◈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도깨비와 개암’을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