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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끼 은도끼 >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무꾼은 항상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무꾼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영차, 영차 어서 이 나무를 베야 쌀을 살 수 있어. ‘툭툭탁탁’.. ‘쿵쿵쿵’ 

 

사슴: 저 나무꾼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늦은 저녁까지 나무를 하나봐.. 

토끼: 그러게 말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총각이야. 

 

나무꾼의 성실함은 그 숲속에 사는 동물들까지 알아차릴 정도 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와 한 벆도 제대로 쉬지 않고, 나무꾼은 그렇게 매일 매일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음날, 나무꾼은 전날과 마찪가지로 나무를 하고 있었을 때 였습니다. 

나무를 베며 도끼에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나무꾼의 도끼가 그만 연못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 아니, 내 도끼가 연못으로 빠져버렸어.. 어떡하지..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 

없는데… 아이고… 

 

사슴: 나무꾼의 도끼가 연못으로 날아가 버렸나봐… 쯧쯧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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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어쩌지… 하나 밖에 없는 도끼인데… 

그 때 갑지가 연못에서 하얗게 세고 머리에 하앾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산신령님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산신령님이 

나무꾼에게 연못에 빠뜨린 도끼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 흠~ 네가 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나무꾼: 예, 신령님. 제가 이 연못에 실수로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산신령: 어디보자.. 잠깐 기다리거라. 

나무꾼: 예. 신령님 

산신령: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나무꾼: 아닙니다 신령님. 

산신령: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나무꾼: 그것도 아닙니다 신령님.. 제 것은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아~ 여기 있구나. 내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먺저 물어보았는데도 너는 

성실하게 너의 도끼를 찾아갔구나. 

나무꾼: 아닙니다 산신령님. 저는 당연히 제 도끼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산신령: 내 너의 착한 심성에 반했다. 너에게 이 도끼 2자루를 모두 주겠다. 

나무꾼: 괜찫습니다.. 산신령님.. 어? 산신령님?! 

 

순갂 산신령님은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고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리둥절하여 있던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져가 장에 가서 쌀로 바꾼 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칠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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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산신령이 살고 있는 

그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칠성: 내가 그 나무꾼 놈과 똑같이 도끼를 이 연못에 빠뜨리면,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시겠지? 하하하 

 

그 때 였습니다. 연못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의 도끼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칠성: 예, 산신령님. 그 금도끼는 제 것입니다. 

산신령: 흠~ 그래? 그럼 이 은도끼도 너의 도끼냐? 

칠성: 예, 그것 또한 제 것입니다. 

산신령: 이 욕심쟁이 같은 놈!! 쇠도끼를 던져 놓고 금도끼와 은도끼가 네 것 이라니!! 

칠성: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산신령: 너 같이 욕심을 부리는 놈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흠!! 

 

산신령님은 쇠도끼를 빠뜨려 놓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탐내던 칠성에게 큰 벌을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칠성도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힘없이 터벅터벅 산을 

내려갔습니다. 공짜로 얻은 금도끼와 은도끼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나무꾼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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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알아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 

○1  산신령은 왜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었습니까? 

○2  산신령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3  나무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4  칠성이는 왜 벌을 받았습니까? 

○5  만약 내가 산신령님을 만났다면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지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가난한                  나무꾼                   (나무를) 베다                    총각                    성실함 

(Poor, Needy)        (Lumberjack)           Cut down (a tree)         (Single man)        (Sincereness) 

  알아차리다              연못                     (머리가) 세다                   전날                      수염 

(Realize, notice)        (Pond)             (Turn white or gray)     (The day before)          (Beard) 

             꾀                         쇠                      어리둥절하다                  자루                       심성 

 (Wits, brains)              (Iron)                  (Puzzled, dazed)     (Unit noun for an ax)  (Mind,heart)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다             욕심쟁이                            천벌 

(In thick clouds)         (Smoke)          (Burn up)        (Greedy person)      (Punishment of heaven) 

         잘못                     터벅터벅                                      산신령  

(Mistake, fault)           (Plod along)         (The guardian spirit of a mount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