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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와 놀부 > 

옛날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했지만, 

형 놀부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갑자기 흥부의 네 

식구를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놀부: ‘ 흥!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놀부네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나혼자서만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동생까지 책임져야하는거야. 당장 쫓아내자!’   

 

그렇게 놀부는 흥부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놀부: ‘흥부, 네 이놈!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너희 식구들도 

함께 나가거라’. ‘앋겠느냐?’!  

흥부:’아이고! 형님, 저보고 이 추운 겨울에 식구들과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놀부: ‘당연한게 아니겠느냐! 너한테 줄 쌀은 한 가마니도 없으니 그렇게 앋아라’. 

‘어서 나가라 이놈!’. 

 

그렇게 쫓겨난 흥부는 가족들과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창문 사이로 바람도 쌩쌩 

들어오는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흥부의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흥부는 형 놀부를 찾아가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했지만, 

그런 놀부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고 흥부를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흥부: ‘형님..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달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제발.. 쌀 한 되만 주십쇼’…’형님’.. 

놀부: ‘뭐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너한테 줄 쌀 한톨도 없으니 썩 꺼지거라’. 

 

추운 겨울이 지나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흥부의 집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집을 짒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큰 뱀 한 마리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 새끼 한 마리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새끼 제비는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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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제비야, 어서 다리가 나아야지’.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앋겠지?’. 

 

흥부는 부러진 새끼 제비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새끼 

제비는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날 수 있게 되었고, 가을이 되어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자, 제비들이 또 다시 흥부네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비 한 

마리가 입에서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울타리 밑에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지붕 위에 큰 박이 열렸습니다. 흥부네 식구들은 모여 앉아서 박을 

탔습니다. 그런데 박 속에서 많은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보물을 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놀부: 흥부 놈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보물을 얻었겠다…?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하하하. 

 

놀부는 읷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천을 감아 주었습니다. 다음 해 봄, 

다시 돌아온 그 제비는 놀부네 마당에도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도 박씨를 

심었습니다. 놀부네 마당에도 큰 박이 열렸습니다. 놀부는 잘 익은 박을 골라서 

탔습니다.  

 

놀부: ‘드디어 이제 박을 열면 보물이 한가득 있겠지..?’ ‘낄낄낄…어서 열어보자’. 

 

그런데 박 속에 보물은 없고, 무서운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놀부를 

잡아서 무시무시한 벌을 주고 모듞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놀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놀부는 그 동안의 자싞의 행동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짒 이었다ㅇ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동생 흥부는 형 놀부를 도와 주었습니다. 놀부는 동생 

흥부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착하게 살기로 하였습니다. 놀부와 흥부 형제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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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알아봅시다! 

 

 

 

 

 

 

 

 

 

 

*생각해봅시다! 

1. 흥부는 어떤 사람읶가요? 

2. 놀부는 어떤 사람읶가요? 

3.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게 좋을가요? 아님, 나쁜 사람이지만 부자읶게 더 좋을까요? 

 

△-  흥부와 놀부를 읽고 감상문을 써봅시다. 

 

형제            매몰차다       욕심쟁이           돌아가시다      쫓아내다 

쫓겨나다      제비             새끼                 마당              부러지다 

바르다         천                지방                날아오다         박/박씨 

떨어뜨리다   울타리          싹                   타다               보물 

쏟아지다     생기다           부러뜨리다       익다               고르다 

도깨비        벌                 재산               빼앗아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