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전 2
때: 옛날
곳: 어느 농촌 마을
나오는 사람: 놀부, 놀부 아내, 흥부, 흥부 아내, 아낙네들(1,2,3), 농부들(1,2,3),
노인들(1,2,3), 하인들, 해설자
(무대 왼쪽은 놀부네 집 오른쪽은 흥부네 집이다. 막이 오르면, 농촌 마을의
너른 마당이 펼쳐진다. ‘놀부전’이라고 쓴 파란 천의 깃발도 함께 나부낀다.)
해설자:제비다리 고쳐 주고 큰 복을 받은 흥부를 본 심술쟁이 놀부, 공연히 억
울한 생각에 잠을 설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꼬치꼬치 캐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듬해 봄, 놀부 집에도 제비들이 날아 들었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놀부가 제비집에 손을 넣어 제비 다리를 ‘뚝’ 분질러 놓고
다리를 고쳐 줍니다.
합창단: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다네.
맘씨 나쁜 형 놀부는 제비 다리 부러뜨려
박씨 하나 얻었다네. 큰 바가지 열렸다네.
(흥부네 사랑방. 놀부가 상석에 앉아 있다.)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그래 박은 몇 통이나 열렸었더냐?
수도 없이 많이 열렸습디다. 그런데 그 중 커다란 박이 세 통 있었습니다.
커다란 박이라고?
색깔도 환하고, 모양도 큼직한 것이 -----.
(말을 가로채며) 큼직한 것이?
꼭 한가위 달덩이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 세 통의 박이 복을 주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형님.
우리 지붕에도 달덩이 같은 박이 세 통 있는데, 내게 복을 주겠지?
물론이지요. 형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선다.) 알겠다. 나는 가마.

(흥부도 따라 일어서자 조명이 꺼진다. 잠시 뒤, 흥부네 안방. 놀부 아내 상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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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다.)
놀부 아내: 그래, 박은 그 세통만 땄는가?
흥부 아내: 모두 땄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바로 그 세 통의 박
이었습니다.
놀부 아내: 그랬군. 첫째 박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했지?
흥부 아내: 온갖 곡식과 금은 보화가 계속 나왔습니다.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아내: (말을 가로채듯이) 둘째 박에서는?
아내: 멋진 비단과 살림살이가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 셋째 박에서는 ?
아내: 이 집과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우리 지붕에도 달덩이 같은 박이 세 통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겠

지?
흥부 아내: 물론이지요. 형님.
놀부 아내: (입이 찢어질 듯 웃으며 일어선다.) 알겠네, 나는 가네.
(흥부 아내도 따라 일어서자 조명이 꺼진다. 잠시 뒤, 마을 길.)
놀부: 여보 마누라, 우리 지붕에 매달린 그 달덩이 같은 박을 보았소?
놀부 아내: 물론이지요. 보다마다요.
놀부: 우리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분명 세 통이렸다?
놀부 아내: 그렇습니다. 분명 세 통입니다.
놀부: 인제 며칠만 있으면 -----.
놀부 아내: (맞장구 치며) 며칠만 있으면 -----.
놀부: 우하하하하하
놀부 아내: 오호호호호호.
(놀부 내외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무대가 다시
밝아지면 무대 한가운데는 놀부네 집 마당이다. 커다란 박을 놓고 하인 둘이
양쪽에 앉아 톱질을 하며 박을 탄다. 곁에 하인들이 둘러서 있고, 놀부와 놀부
아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
합창단: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라 이 박 열면 금은보화 곡식 비단
온갖 살림 쏟아진다. 마구마구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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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들: 자, 첫째 박이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갈라지며 흰 연기가 솟아오른다. 갑자기 비명 소리와
함게 하인들 우왕좌왕한다. 소리가 사라지면서 이윽고 무대가 어두워진다. 동네
빨래터. 아낙들 셋이 두런거린다.)
아낙네1: 첫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대?
아낙네2: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사들이 한 무리 나왔다는구먼.
아낙네3:
아낙네2:
아낙네3:
아낙네1:
아낙네2:

몽둥이와 올가미를 들고.
이상한 주머니도 하나 가지고 왔다면서?
놀부네 돈과 금은보화를 그 주머니에 전부 넣고 사라졌다는구먼.
저런, 천벌을 받은거야.
아무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아낙네3: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뒤쪽에서 하인들 소리만 들린다.)
소리: 자, 둘째 박이오!
(‘펑’하는 소리에 이어 불안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소
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
농부1:
농부2:
농부3:
농부2:
농부1:
농부2:
농부3:

둘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대?
험상궂게 생긴 각설이패가 우르르 몰려 나왔다지?
놀부네 마당에 앉아 살림살이를 다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댔다는구먼.
재산과 살림살이를 다 빼앗은 뒤에야 사라졌다지 뭐야.
저런, 천벌을 받은 거야.
아무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

(무대 어두워진다. 우대 뒤쪽에서 하인들 소리만 들린다.)
소리: 자, 셋째 박이오!
(‘펑’하는 소리에 이어 비명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 잠
시 뒤, 동네 정자 나무 밑. 노인들 셋이 두런거린다.)
노인1: 셋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다고?
노인2: 여러 흉측한 괴물이 쏟아져 나왔다네.
노인3: 괴물들은 마지막으로 놀부네 기와집마저 없애 버리고, 하인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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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데려갔다는구먼.
노인1: 저런, 천벌을 받은거야.
노인2: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노인3: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
(무대 어두워진다. 해설자가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다.)
해설자: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자, 우리들의 놀부전은 이렇게 계속 됩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체하며, 천년만년 혼자만 잘 살 것
같던 놀부. 그 놀부의 심술보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으니 결국
놀부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이지요. 자, 그럼 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설자의 어깻짓을 따라 다시 농악 소리가 어우러지자, 사람들 어깻짓하며 노
래 부른다.)
합창단: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다네
맘씨 고운 동생 흥부 푸짐한 복 받았다네.
맘씨 나쁜 형 놀부는 큼직한 벌 받았다네.
어야디야 어기여라 어야디야 어기여라
(마을 사람들 무대 밖으로 하나 둘 사라질 때,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흥부네 집.)
흥부: 당신 생각은 어떻소?
흥부 아내: 어떻긴요? 당신 생각이 제 생각이지요.
흥부: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흥부 아내: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몰라요?
흥부: 그럼 형님네와 함께 살자는 이야기요?
흥부 아내: 물론이지요.
흥부: 고맙소, 여보.
흥부 아내: 고맙긴요, 당연하지요.
흥부: 자, 우리가 형님네를 모시러 갑시다.
(흥부와 흥부 아내 일어선다. 조명이 꺼진다. 잠시 뒤, 놀부네 집.)
놀부: 당신 생각은 어떻소?
놀부 아내: 어떻긴요? 당신 생각이 제 생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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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아우네 집으로 가야겠지?
놀부 아내: 동서가 가만히 있을까요? 옛날 생각을 하면 -----.
놀부: 그래도 어쩌겠소? 형제인데 -----.
놀부 아내: 그렇지요? 형제인데-----.
놀부: 자, 아우네로 갑시다.
(놀부와 놀부 아내 일어선다. 조명이 꺼진다. 잠시 뒤, 마을 길.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서로 만난다.)
흥부: 형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놀부: (공연히) 싫다. 그렇게 안 한다.
흥부 아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놀부 아내: (공연히) 싫네. 그렇게 안 하겠네.
놀부: (못 이기겠다는 듯이) 여보, 어쩌지? 아우가 이러는데 -----.
놀부 아내: 글쎄 말이에요.
놀부: 정 그렇다면 ----.
놀부 아내: 할 수 없지요.
놀부: (고개를 숙이며) 내가 죄가 많으니라.
놀부 아내: (고개를 숙이며) 나도 그래요.
흥부: 원 형님도.
흥부 아내: 무슨 말씀을 ----.
( 네 사람 서로 손을 잡고 흥부네집 쪽으로 간다. 흥겨운 농악 소리가 들린다. 무
대 어두워지며 막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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