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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산골마을에오형제를낳은집이있었어요.

산은삐죽삐죽높고들은쪼글쪼글좁아서

옛날부터가난한마을이었답니다. 

오형제가쑥쑥자라나자아버지마음에는걱정이생겼어요.

‘아이들마저이산골에서가난하게살면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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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아버지는

오형제를불러놓고말했어요.

“너희는이마을을멀리떠나

먹고살기술을한가지씩익히도록해라.”

“그냥이대로살면안되나요?”

오형제가물었지만

아버지의결심을바꿀수는없었어요.

“너희는가난뱅이가아니라

떵떵거리는부자로살았으면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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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이는들판이너른마을로보내

땅부잣집에서농사를배우도록했어요.

“맏이야, 부지런히일해서저너른들판을차지해라.”

“걱정마세요, 아버지.”

맏이는두팔을척척걷어붙이며

언젠가꼭큰부자가되기로마음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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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되자둘째는대장간으로보냈어요.

이글이글타오르는숯불을바라보며

아버지가타일렀어요.

“둘째야, 네두손으로뭐든지척척만들어내라.”

“걱정마세요, 아버지.”

둘째는쇠망치를땅땅두드리며

언젠가꼭큰부자가되기로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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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산마루를넘고넘어

갖가지가축을다기르는목장으로보냈어요.

뛰노는망아지를바라보며아버지가부탁했어요.

“셋째야, 세상에그누구보다많은짐승을키워라.”

“걱정마세요, 아버지.”

셋째는말채찍을휙휙휘두르며

언젠가꼭큰부자가되기로다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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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자랄수록부엌일을좋아했어요.

아버지는아들을큰음식점으로보냈어요.

“넷째야, 세상모든손님을네손맛으로휘어잡아라.”

“걱정마세요, 아버지.”

넷째는다그락닥닥칼질을하며

언젠가꼭큰부자가되기로맹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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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막내의보따리를챙기며남몰래눈물을닦았어요.

막내는아버지를따라과수원으로갔어요.

“막내야, 세상에서가장맛난과일을언제나먹게해다오.”

“걱정마세요, 아버지.”

막내는사과나무의잔가지를치며

언젠가꼭큰부자가되기로각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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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를따라, 눈송이를따라세월은바람같이흘러갔어요.

어느덧아버지의머리도하얗게변해갔답니다.

오형제가떠나가서돌아오지않는집을

늙은부모님만쓸쓸히지키고있었어요. 

그옛날아버지의바람대로저마다꿈을이루었지만, 

오형제는산골마을에는그림자조차내비치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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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무렵오형제는마음에병이깊이들어있었어요.

늘제솜씨가최고라고믿었기에

단하루도남에게자기일을맡기지못했어요.

아버지는날마다후회가되었어요.

일에푹빠져서부모도고향도새까맣게잊어버린

오형제를그냥두어서는안되겠다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한가지꾀를썼어요. 

아버지가갑자기죽을병이들었는데마지막으로오형제를

한번보고싶다고이마을저마을로소문을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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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힘을모아아버지의소원을들어드리자!”

맏이가나서자아우들도따랐어요.

오형제는밤낮으로머리를맞대고앉아자기들이

나누어할일을궁리한뒤부리나케

각자의집으로돌아갔어요.

마지못해오형제가고향으로돌아오자

아버지는다죽어가는목소리로말했어요.

“마을사람들이다들너희를부러워하니

죽기전에잔치나한번크게벌였으면좋겠구나.”

오형제는아버지의마지막소원까지모른체할수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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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이는큰곳간활짝열고

한가마두가마곡식을풀어찧고빻았어요.

둘째는풀무질식식불일으키고

쇠망치뚜당뚜당두드려갖가지물건을만들었어요.

셋째는온목장휘돌아

포동포동살찐짐승한마리두마리가려냈어요.

넷째는아무도모르는비법으로빚고무치고버무려서

한단지두단지음식을채웠어요.

막내는얼음굴에잘저장해놓은

제철아닌귀한과일을한상자두상자실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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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제의짐수레가산골마을로들어섰어요.

아버지네마당에는오랜만에사람들이벅적거렸어요.

“형님, 소를잡아고깃국을끓여야지요.”

“아우야, 떡쌀을한가마더찧어야겠다.”

“막내가거둔복숭아는크기도하구나.”

오형제는세상에서가장크고푸짐한

잔칫상을차려낼생각에손길이바빴어요.

집을떠나간뒤처음으로돈벌욕심없이하는일이라

몸도마음도새털처럼가볍기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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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아버지네마당에

푸짐한잔칫상이죽늘어섰어요.

사람들은놀란입을다물지못했어요.

먹고마시고춤추느라마당이좁았어요.

강아지도빵빵하게배가부풀어올랐어요.

오형제는온종일손님을대접하느라

허리가아팠지만웃음이절로나왔어요.

돌아가는사람마다이것저것한아름씩

안겨줄때도기쁨이샘물처럼솟아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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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 아버지는자리를털고일어나앉았어요.

아버지의꾀병을알게된오형제는

화를내기는커녕펄쩍펄쩍뛰면서기뻐했어요.

오형제를바라보며아버지가말했어요.

“열심히일해서큰부자가된것도고맙지만

이제부터는오늘처럼힘을모아

세상에베풀면서살면더바랄게없겠구나.”

“걱정마세요, 아버지!”

오형제는한마음으로대답했어요. 

오형제는어른이된뒤처음으로한방에나란히누워

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다잠이들었답니다.



요리로생각하기

마주이야기

주고받는이야기

옛날에는대부분힘든농사일을하며먹고살았어요.

사람들은누구나먹고살기힘들었지만, 흉년처럼어려운일이닥치면

돌아가면서더어려운이웃을돕기도했지요.

하지만집과집사이에두꺼운벽이생기고각자자기일만돌보다보니

요새는누가이웃에사는지모르고지내는경우가많아요. 

오형제의잔칫상에는가난한집오형제가나와요.

아버지는아들들이부자가되기를바랐고, 부지런하고착한다섯아들은

열심히일해서모두부자가되었어요. 하지만아버지는점점더쓸쓸해졌어요. 

아들들이일만하느라주변을보살피는눈과마음을잃어갔기때문이지요.

우리는누구나많은돈을벌고편하게살기를바라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자기주변을돌아보고보살피려는마음가짐이에요.

아버지의‘마지막소원’을전해들은오형제는서로힘을모아

마을사람들에게세상에서가장멋지고푸짐한잔치를베풀었지요.

그러면서오형제는그동안까맣게잊고살았던부모형제의소중함과

이웃에대한인정그리고베푸는기쁨을새로배우게되었어요.

오형제가익힌기술중에서여러분이하고싶은일은무엇인가요?

아버지가꾀병을부린까닭은무엇인가요?

부자가된뒤, 오형제가걸린‘마음의병’은무엇인가요?

아버지가사랑하는오형제를멀리떠나보낸이유는무엇인가요?

여러분이오형제네잔치마당에갔으면무얼먹고, 

무얼하며놀았을지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로버무린요리

나는오형제중넷째야. 

우리오형제가싣고온재료로멋진요리를만들어냈지.

잔칫상에는정말많은음식이올라가는데

그중에빠질수없는요리가바로잡채란다.

다양한재료가들어가서영양도좋고색도예쁜데다

고소하고쫄깃한맛이최고지. 

내가특별히잡채맛있게만드는법을알려줄게.

준비하자!

잡채만들기

잡채이야기

당면 돼지고기1줌 표고버섯5개

돼지고기양념

간장, 다진 마늘, 설탕, 소금

당근1개, 
양파작은것2개, 
피망½개

시금치2줌

시금치양념

간장, 참기름, 깨소금

버섯양념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시금치는데쳐서양념에무쳐놓아. 당근, 양파, 피망도채썬다음,

센불에소금을살짝뿌려빠르게볶아내.

돼지고기와버섯은채썰어서양념해두어. 

양념이잘배면볶아내.

5에 1, 2, 3의재료를넣고잘버무려. 

참기름, 물엿, 깨소금으로

입맛에맞게간을하면돼!

당면은물이팔팔끓을때넣고

10분쯤삶아내.

당면은물기를뺀다음에

기름을두른프라이팬에볶는데

간장과설탕으로간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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