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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날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곡식을 심는지, 어
떻게 천을 짜는지, 또는 어떻게 철기 도구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하늘
에 있던 신 느야메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혜를 점토
항아리 안에 안전하게 두었어요.

• • •

好耐好耐之前，⼈類乜都唔識。 佢哋唔識點耕⽥織布，亦都唔
識點做鐵嘢。 因為天上嘅尼亞美神將世界所有智慧都柄埋响個
⽡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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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는 산산조각 났어요.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나누어
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천을 짜
고, 철기 도구를 만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 • •

⽡煲⼀落地就變成碎⽚。 ⽡煲打爛咗，世界所有嘅智慧亦都⾛
咗出嚟，等⼤家⾃由分享。 就係噉，世界嘅⼈⺠先⾄學識點耕
⽥、點織布，點打鐵做鐵器，仲有所有⽽家啲⼈識做嘅⼀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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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야메는 지혜의 항아리를 아난시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난시는 점토 항아리를 볼 때 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정
말 신이났어요!

• • •

有⽇，尼亞美決定將智慧⽡煲交俾蜘蛛神阿南西。 每次阿南西
打開⽡煲睇⼊去，佢就會學到新嘢，真係好興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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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새 나무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고 생각하길,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나보다 똑똑하잖
아!” 아난시는 정말 화가 난 나머지 점토 항아리를 나무 밑으로 던져
버렸어요.

• • •

阿南西好快就爬到樹頂上。 但係佢突然諗到⼀個問題： 「世界
所有嘅智慧⽽家應該係屬於我嘅啦，但係頭先我個仔竟然叻過
我嘞喎！」 阿南西激到爭啲跳起上嚟，佢嬲到竟然將個⽡煲掟
落地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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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쟁이 아난시가 생각했어요, “항아리를 높은 나무 위에 두어야지.
그러면 내가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는 긴 실을 짜서 점토 항아
리에 두르고, 배에 묶었어요. 그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항아리가 무릎에 계속 부딛히느라 나무를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 • •

貪⼼嘅阿南西同⾃⼰講， 「我將⽡煲擺响樹頂上⾯，噉樣所有
嘅智慧都剩係屬於我嘅！」 所以，佢織咗條⻑⻑嘅絲線出嚟，
將⽡煲綑實，然後將絲線另外⼀端綁住响⾃⼰個肚度。 佢開始
擒上嗰棵樹， 但係⽡煲成⽇撞到⾃⼰隻腳，擒起上嚟好⾟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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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시의 어린 아들이 나무 밑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항
아리를 등에 묶으면 오르기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아난
시는 지혜로 가득 찬 항아리를 등에 묶었고, 정말 훨씬 쉬웠어요.

• • •

阿南西個仔由樹底下乜都⾒到晒啦。 佢同阿南西講，「將⽡煲
孭住喺背脊上⾯咪就更加容易囉？」 於是乎阿南西就孭起咗個
⽡煲，果然容易好多。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