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용왕의노란종이

동화는요

용왕의아름다운딸‘금’과결혼하고싶어한한남자가있었습니다. ‘금’과결혼을하기위해서는일

단 공주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주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남자는‘거러’라는 귀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거러는 일단 그 남자가 끌고 온 금과 은으로 된 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러는 공

주를 키워 준 유모와 무당을 통해 공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후 공주에게 남자가 끌고 온 말을 건네줍니

다. 남자는 공주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말을 잡고 있는 공주를 한 눈에 찾아내고, 용왕

에게공주와결혼하고싶다고말합니다. 용왕은그사실을어떻게알아냈는지알아보기위해‘노란종이’

를 이용하지만‘거러’의 술수를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화가 난 용왕은‘노란 종이’를 불에 태워 버리고

양은이재를먹어버립니다. 이후 몽골에서는양의어깨죽지를태워보면운명을알수있다는말이생겨

났다고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몽골의 전래 동화를 접해 볼 수 있고, 한국 문화권에서 자란 어린이들

에게는다소낯설수있는‘양’과관련된문화에대해알아볼수있습니다. 

이동화를본후어린이들은

- 몽골의또다른전래동화를찾아읽어보며몽골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습니다.

- ‘양’과관련된유목문화에대해조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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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동화속결혼풍습에대해생각하고이에대한비판적의견을말해볼수있습니다. 

- 바다가없는몽골에서용왕에대해몽골인들이상상한모습을알수있습니다.

- 용왕에대한이미지가나라마다다르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 몽골의 5대가축에대해알아볼수있습니다.

- 몽골귀족들이쓰는여성용전통모자를알수있습니다.

동화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용왕의딸과결혼하기위해해결해야하는문제는무엇인가요?

- ‘거러’는누구인가요?

- ‘무당’은왜누가공주인지말해줄수없다고하였나요?

- 남자는어떻게한눈에공주를알아볼수있었나요?

- ‘노란종이’는결국어떻게되었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인들이즐겨먹는‘양고기’음식에대해알아봅시다.

- 몽골의호수‘홉스골’에대해알아봅시다.

양고기는 몽골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양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처음 접하

는사람들에게는낯설게느껴질수도있습니다. 

양고기를 끓일 때에는 차돌을 함께 넣어 끓이고, 먹기 전에 그 차돌을 손으로 비비는 관습이 있습니

다. 이것은나쁜액을없애준다는의미를담고있답니다.

양고기로만든음식중대표적인요리는‘허르헉’이있는데, 이 요리는양한마리를통째로잡아구덩

이에넣고그위에달구어진돌을얹고다시흙으로덮어 10시간 이상을익힙니다. 이 요리는매우특

별한요리로귀한손님에게대접한다고합니다. 몽골사람들의주식은양외에도말, 염소등의육류입

니다. 우리나라와다른점은육류를먹을때에야채나과일은거의곁들이지않는것입니다. 이것은물

이부족한초원에서살아가는몽골사람들에게야채나과일은접하기어려운음식이기때문입니다. 

최근에는우리나라에서도몽골전통음식을접할수있는식당들이생겨나고있습니다. 

몽골은 바다와 면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에는‘바이칼’, ‘홉스골’이라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

다. ‘바이칼’호수는 러시아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바다처럼 넓기로 유명합니다. ‘홉스골’호수는

몽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

다고합니다.

넓은 초원과사막으로가득한몽골에서홉스골호수는몽골의푸른진주로불립니다. 96개의 크고작

은 강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호수를 이루었는데,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맑은 물과 호수를 둘러싼

소나무숲의경관이어우러져있습니다. 



- 몽골의여성관에대해알아봅시다.

체험해봅시다.

- 우리 부모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어울리는 액자를 만들어

전시해봅시다.

- 이야기속인물이되어서이야기의내용을바꾸어보고, 인형극이나역할극으로표현해봅시다.

- 몽골의 다양한지형과관련된사진을모아, 친구들과 함께분류한후느낌과생각을정리하여교실

에게시해봅시다.

- 몽골의 전통음식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몽골 전통음식‘뽀오즈(양고기 만두)’을 맛보는 체험을

해봅시다. 

- 아시아여러나라의용왕의모습에대해조사해서알아봅시다.

- 몽골 전통모자를만들어봅시다.

참고자료

- 몽골의쌍봉낙타에대한동영상을감상할수있습니다.

https://youtu.be/T-9ffs6wRcM

- 몽골전통음식

http://biztv.blog.me/220419292020 

- KBS1 TV <걸어서세계속으로>의‘몽골의대호수홉스골’편

- 몽골의여성관에대해소개하는신문기사를볼수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22238152&code=900306 )

몽골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에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딸들에게 제국의 통치권을 주었고, 몽골 여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등 주변의 남성과 여

성들을통솔했다고합니다. ‘만두하이(Manduhai)’라는 여성은몽골인들에게지혜의여왕으로불리며

정치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도 자신만의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과 학력 수준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몽골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딸의 교육에

큰관심을둡니다. 왜냐하면아들은육체적인노동으로삶을꾸려나갈수있지만, 딸들은 아들보다신

체적으로약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교육을시켜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고합니다. 

몽골의 이러한 여성관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몽골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 경향신문, 2011.10.12. ‘여자가당당한나라몽골’문화트래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22238152&code=9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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