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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 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
게 살았죠. 아무도 날 수 없었어요.

• • •

好耐好耐之前，雞乸同⽼鷹係好朋友。佢哋同其他雀仔住喺⼀
⿑，相安無事，但係佢哋都唔識⾶。

2

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 닭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
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부터 피해.”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했
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갈 거에요.”

• • •

當雞乸喺地下⾒到⽼鷹個影嘅時候呢，佢就會警告⾃⼰嘅細蚊
仔：「快啲匿埋吖！唔好响呢個空曠嘅地⽅度。」班細蚊仔就
會答佢話：「我哋先⾄冇咁傻啦，我哋會⾛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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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땅에 먹을 게 더이상 없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
으러 아주 멀리 걸어 갔어요.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어요. “분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꺼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 • •

有⼀⽇，佢哋住嘅地⽅有⼤飢荒。⽼鷹成⽇要⾛好遠好遠先⾄
可以搵到嘢⻝。噉佢返嚟嘅時候就癐拉拉啦。⽼鷹就話：「噉
樣做嘢實在太癐啦，肯定有個更加慳⼒嘅辦法。」

3

다음날 독수리가 왔을때, 닭은 모래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
늘은 없었죠.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게 날아와 병아리 한마리를
잡고 멀리 사라 졌어요. 그 다음 부터 독수리는 나타날 때 마다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닭을 봤어요.

• • •

第⼆⽇，⽼鷹嚟咗，佢⾒到雞乸正喺沙地⼊⾯搲嚟搲去，但係
都係搵唔返嗰眼針嚟。於是乎⽼鷹就由天上俯衝落嚟，捉咗隻
⼩雞仔就⾶⾛。由嗰⽇之後呢，無論⽼鷹幾時喺天上⾯出現
呢，佢都會⾒到雞乸喺沙地度搵緊針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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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닭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다른 새들한
테서 떨어진 깃털을 줍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주운 깃털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 라고
닭이 말했어요.

• • •

雞乸瞓飽咗成晚，就諗到個好計。佢開始搵埋其他雀仔掉落嚟
嘅⽻⽑，就話：「等我哋將呢啲⽻⽑都縫喺我哋⾝上啦，或者
噉樣⾏路就唔使咁⾟苦啦。」

4

“나에게 하루만 줘,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 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하루만이
야,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
야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 • •

雞乸噅⽼鷹就話：「再俾⼀⽇時間我啦！聽⽇你就可以修補對
翼，⾶去搵嘢⻝啦。」⽼鷹就話：「好吖，就俾多⽇你。如果
你仲搵唔返眼針嘅話，你就要俾你⼀個細蚊仔我作為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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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을에서 독수리만 바늘을 가지고 있어서 독수리가 처음으로 바느
질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날개들을 만들고 닭위로 높이 날
았어요. 닭은 바늘을 빌렸지만 바느질이 싫증났어요. 그녀는 바늘을
찬장위에 올려놓고 애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려고 부엌에 들어 갔어
요.

• • •

成條村⼊⾯只得⽼鷹⼀個有針，所以佢第⼀個開始縫⽻⽑。佢
整咗對⾮常之靚嘅翼俾⾃⼰，做完之後呢，就响雞乸頭上⾯⾶
嚟⾶去。雞乸問⽼鷹借咗眼針過嚟，但係佢好快就厭咗縫紉⼯
作。噉佢就將針頭留喺櫃桶度，跑咗去廚房煮飯俾細蚊仔⻝。

5

그날 오후, 독수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여행 중 느슨해 진 날개를 고
치려고 바늘을 돌려 달라고 했어요. 닭은 찬장 위를 찾아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마당까지 찾아 봤어요. 하지만 그 바늘을 찾을 수 없었어요.

• • •

嗰⽇晏晝，⽼鷹返咗嚟，佢問雞乸要返⾃⼰嗰眼針，因為佢要
修補啲鬆散嘅⽻⽑。雞乸喺櫃桶、廚房同後院搵佢，但係點都
搵唔到眼針出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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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 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곧 새들은 하늘 곳곳을
날았어요.

• • •

其他雀仔⾒到⽼鷹⾶得⼜⾼⼜遠，⾮常之羨慕。佢哋問雞乸借
咗眼針，噉樣佢哋就可以幫⾃⼰整對翼喇。過咗冇幾耐之後
呢，其他雀仔亦都⾶晒上天啦。

6

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때 닭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
서 병아리들이 바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 했어요. 노는 것이 싫증이
났을때,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어요.

• • •

當最後⼀隻雀仔嚟還返眼針嘅時候，雞乸唔喺屋企。佢嘅細蚊
仔攞⾛咗眼針，玩嚟玩去。佢哋玩厭嘅時候，就將針頭留低咗
喺沙地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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