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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와 나무꾼 >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슴은  애처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냥꾼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 정말 안됐구나.. 너를 도와달라고? 

사슴: 네,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거에요. 어서 제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 

나무꾼: 그래. 어서 여기로 숨거라.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우거짂 나무 숲으로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사냥꾼: 혹시 사슴 한 마리를 보았소? 

나무꾼: 사슴? 못봤소. 지금까지 나무 하느라 정신이 없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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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냥꾼은 사슴을 놓치고 허탈해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자,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무꾼: 고맙긴… 다음부터는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게 조심하거라. 

사슴: 이렇게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저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무꾼: 은혜라고 할 것 까지야.. 허…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내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  

사슴: 그렇다면 오늘 밤, 저 숲 속 안에 연못으로 가 보세요. 그 곳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거예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선녀의 

옷을 숨겨 두세요.. 그럼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거에요.  

나무꾼: 선녀의 옷을 숨기라… 

사슴: 그리고 또 있어요. 선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셋을 낳을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그 옷을 돌려주시면 안돼요. 

 

밤이 깊어짂 후, 나무꾼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숲 속 연못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사슴이 말한대로 정말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못 옆에 자그마한 바위 위에 선녀들의 옷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몰래 집어 감췄습니다. 선녀들을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의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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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없는 선녀: 아니, 내 날개 옷이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선녀 1: 뭐?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데… 

선녀 2: 한 번 잘 찾아봐..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하는데.. 

옷 없는 선녀: 내 날개 옷이 어디 있는거야… 흑흑흑… 

 

옷 없는 선녀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선녀는 날개 옷을 찾지 못 하고, 바위 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무꾼이 나타나 선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꾼: 아니… 이 깊은 밤에 왜 이 곳에서 울고 있소? 

옷 없는 선녀: 저는 하늘에서 내려 온 선녀인데, 목욕을 마치고 나니 제 옷이 

사라져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흑흑흑… 도와주십시오… 흑흑.. 

나무꾼: 일단 이 천으로 몸을 감싸고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그 옷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선녀는 나무꾼과 함께 나무꾼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날개 옷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선녀와 나무꾼은 

2 명의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가끔씩 하늘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나무꾼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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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 서방님, 혹시 제 날개 옷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무꾼: 아니…. 날개 옷이 라니… 어흠~ 

선녀: 부탁이에요… 제발 한 번만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흑흑흑… 

 

나무꾼은 선녀의 애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그 옷을 입어보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뒤에 걲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두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 

문득, 몇년 전 사슴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 

사슴: 선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셋을 낳을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그 

옷을 돌려주시면 안돼요. 

…………………………………… 

얼마 후,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은  그 사슴을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의 처지를 앋고 있던 사슴은 나무꾼에게 보름달이 뜨는 날, 다시 

연못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대로 보름달이 뜨는 

날에 선녀를 봤던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어리둥절 했지만 혹시나 선녀와 아이들을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하늘에서 선녀와 아이들은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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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알아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 

1. 선녀는 왜 날개 옷을 잃어버렸습니까? 

2. 나무꾼이 사슴의 어떢 말을 잊었습니까? 

3. 내가 나무꾼 이었다면 ‘선녀의 옷’을 숨겼을까요? 

 

△-  흥부와 놀부를 읽고 감상문을 써봅시다. 

 

 

발견하다         애처로운         사냥꾼        우거진         발걸음 

(find, discover)    (pathetic)         (hunter)       (wooded)         (step) 

쫓기다              은혜             연못          감추다          목욕 

(to be chased)    (favour)        (pond)      (to hide)           (bath)            

그리워하다      떠오르다         보름달         애절한        두레박 

(to miss)         (to occur)     (full moon)   (sad, pathetic)  (bucket) 

      돌려주다                    어리둥절하다                말을 걸다 

 (to return, give back)         ( to be puzzled ,dazed)         (to initiate a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