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큰 닭과작은닭이야기

이동화는요

어느 마을에 큰 닭과 작은 닭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닭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고 작은 닭의

집은 큰 닭의 집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작은 닭이 큰 닭의 집을 제멋대로

들락거리고 큰 닭을 자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작은 닭은 큰 닭의 집에 몰래 들어가 먹을 것을 자주 훔

쳐먹고도망쳤는데, 어느 날 큰 닭의집에서쌀알을몰래쪼아먹다가큰닭에게들키고말았지요. 주변에

있던동물들이보는가운데큰닭과작은닭은서로물러서지않고싸움을했고, 결국 작은닭이큰닭에

게 사정없이 쪼이고 자기 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창피하고 억울했던 작은 닭은 복수를 결심하고 마을

끝에사는여우에게큰닭을먹어달라고부탁을합니다. 그리고여우가큰닭을잡아먹을수있도록도와

주게되지요. 큰 닭이 먹을것을구하기위해집을나서서마을밖으로걸어오는순간여우는큰닭을순

식간에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잠시 통쾌함을느낄새도없이, 여우는 교활한미소를띠며작은닭도잡아

먹어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헤치기 위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 자신도 그 꾀에 넘

어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양보하며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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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를본후어린이들은

- 태국의상징적인동물에대해알아볼수있습니다. 

- 상대방을미워하고헤치기위해나쁜마음을갖게되면결국자신도같은상황에처하게된다는것

을알수있습니다. 

- 함께 사이좋게살아가기위한마음가짐과태도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

동화의내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습니다. 

- 큰 닭과작은닭은왜사이가좋지않았나요?

- 큰 닭과작은닭은왜싸우게되었습니까?

- 작은닭은여우에게어떤것을부탁했나요?

- 결과적으로볼때작은닭이큰닭을이긴것일까요?

알아봅시다. 

-태국의상징적동물에대해알아봅시다.

- 태국의전통집에대해알아봅시다.

코끼리는 태국의 대표적인 동물이며, 특히 태국 사람들은 하얀 코끼리를 복되고 운 좋은 존재로 여깁

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태국에서는 국왕을 비수뉴 신의 또 다른 화신인‘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고대 인도의 종교인 브라만교 신화에서 비슈누 신의 화신인 인드라 신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하얀 코끼리 에라완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국왕을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여기게 되었지

요. 또한 태국땅의생김새가코끼리머리를닮았다고도합니다. 하얀 코끼리는태국에서도아주귀하

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귀하기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였고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탄생 설화에서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하얀

코끼리에 대한 태몽을 꾼 뒤에 석가모니를 낳았다고 하여 코끼리가 영광과 관용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점 줄어드는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뿐 아니라 많은 동물보호 기

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태국은 일년 내내 날씨가 덥고 우기인 여름에는 비도 매우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집들은 더

위와 홍수를 피하기 위해 주로 땅에서 떨어진 높은 곳에 지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금방 흘러내

리도록 지붕도 높고 가파르게 지어요. 태국에는 물 위에 지어진 집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답

니다.



체험해봅시다.

- 관련 동화찾아읽기 : 이야기속에닭이나여우등동물이등장하는동화를찾아서함께읽어보고,

어떤모습으로등장하는지생각해봅시다.

- 결국 큰 닭과 작은 닭은 모두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큰 닭과 작은 닭이 여우에게 먹히

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함께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태도나 방법에 대해 이

야기해봅시다.

- 역할극 놀이 : 큰 닭과 작은 닭, 여우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상황극을 해 봅시다. 다음의 상

황이외에다른상황을정하여해볼수있습니다.

상황1 : 만약 작은닭이큰닭의집에함부로들어가지도않고먹이를훔쳐먹지않았다면

상황2 : 큰 닭이작은닭에게먼저집에들어오게해주고먹이도나눠먹었다면

상황3 : 작은 닭이여우에게큰닭을잡아먹어달라고부탁을하지않았다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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