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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곳에 이상한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어린 소녀였어요.
• • •

有個⼥仔最先發現遠處有個好奇怪嘅影喺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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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이 가까이 다가올때, 소녀는 그 모습이 임신한 여성이라는 것
을 깨달았어요.

• • •

嗰個影越嚟越近，佢終於睇清楚咗嘞，係⼀個就快要⽣仔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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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 임신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
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해야겠다,” 소녀의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야해.”

• • •

個⼥仔有啲怕醜，但佢都係好勇敢噉樣⾛上前。同⼥仔隨⾏嘅
⼈就話：「我哋⼀定要同佢⼀⿑，⼀定要保護佢同埋佢個仔。
」

4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는 함께 자랐고, 옆에서 같이 살아갈 많은 방
법 들을 찾았어요. 천천히,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 주변에 다른 가족
들도 곁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 • •

驢仔同媽咪⼀⿑住，慢慢⻑⼤，仲學識咗點樣共同⽣活。慢
慢，其他家庭亦都搬咗嚟佢哋左近，住咗落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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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기는 태어나기 직전 이였어요. “힘줘!” “이불을 가져와!” “물!”
“힘을 더줘요!!”

• • •

個仔好快就要出世㗎嘞。「⼤⼒啲吖！」「快啲攞條⽑氈
嚟！」「⽔！」「再⼤⼒啲！」

5

당나귀는 그의 어머니를 찾았고, 그녀가 혼자서 괴로워 하고 있는 것
을 보았어요. 당나귀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서로를 아주 꽉 안았어요.

• • •

驢仔搵到佢嘅媽咪，佢孤零零⼀個⼈，正喺度為佢⾛失嘅仔仔
⽽傷⼼。佢哋凝望住對⽅好耐，然之後緊緊噉擁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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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이 그 아기를 보았을때,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당나귀?!”

• • •

當佢哋⾒到個仔嘅時候，所有⼈都嚇咗⼀跳，「⼀隻驢仔？」

6

당나귀는 드디어 뭐를 해야할지 알았어요.
• • •

驢仔終於知道佢要點做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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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어미와 아기를 안전하게 보살
피겠다고 했어, 그러니 그렇게 할거야.”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저들이 불행을 가지고 올거야!” 라고 말했어
요.

• • •

⼤家七嘴⼋⾆噉嘈起上嚟。佢哋就話：「我哋講過要保護呢個
媽咪同細蚊仔嘅，講得出就要做得到。」但係仲有啲⼈就話：
「但係佢哋會佗衰我哋㗎。」

7

…그 구름들은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어요.
• • •

……雲霧消失咗，佢嘅朋友—嗰個⽼⼈—亦都消失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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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여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 이상한 애기를 어
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어요. 그녀는 자기자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했어요.

• • •

個⼥⼈發現⾃⼰⼜係孤零零⼀個⼈嘞。佢唔知道點湊個咁怪嘅
仔，亦都唔知道⾃⼰應該點算。

8

아주 높은 구름들 사이에서 그들은 잠이 들었어요. 당나귀는 그의 어
머니가 아파서 그를 부르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잠에서
깨엇을때…

• • •

佢哋登上⼭頂，環繞喺雲霧中，瞓著咗。驢仔發夢⾒到佢媽咪
病咗，正喺度叫佢，然之後佢就醒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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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녀는 그 당나귀 새끼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또
한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 • •

最屘，佢決定接受呢個仔，做佢嘅媽咪。

9

어느 날 아침,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자기를 산 꼭대기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 • •

⼀⽇朝頭早，⽼⼈叫驢仔帶佢去⼭頂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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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아이가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
에요. 하지만 그 당나귀 아이는 무럭 무럭 자라서 더이상 어머니의 등
에 엎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에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
했어요. 그의 엄마는 자주 피곤하고 속상해 했어요. 가끔씩은 당나귀
아이에게 동물이 해야 할일을 시키곤 했어요.

• • •

如果個仔⼀直都係咁細，唔會⻑⼤嘅話，所有嘢都會易話為
啲。但係隻驢仔越⻑越⼤，再唔能夠俾媽咪孭住喺背脊上⾯。
無論佢幾努⼒，始終模仿唔到⼈類嘅⾏為。佢媽咪經常會覺得
⼜癐⼜ 。有時，佢仲會叫佢做埋啲動物先⾄會做嘅粗重
嘢。

10

당나귀는 그 할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살아
남는 법들을 배웠어요. 당나귀와 할아버지는 서로 듣고 배웠어요. 그
들은 서로를 도왔고, 같이 웃었어요.

• • •

驢仔同⽼⼈⼀⿑住，⽼⼈教識咗佢好多⽣存嘅本領。驢仔認真
聽住⽼⼈，學得好快。⽼⼈亦都學到咗好多嘢。佢哋互相幫
助，遇到開⼼嘅事就⼀⿑哈哈⼤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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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의 마음속에 헷갈림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그는 이것도 못했
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되면 안됐고 또 저렇게 되면 안됐어요. 어
느날 당나귀는 너무 화가나서 그의 어머니를 발로 걷어 찼어요.

• • •

驢仔覺得好迷茫，⼜好勞氣。成⽇呢樣⼜唔得，嗰樣⼜唔得。
有⼀⽇，佢⼤發雷霆，⼀腳就踢佢媽咪落地下。

11

당나귀가 잠에서 깨엇을때, 낯선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
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나서는 조금의 희
망을 느꼈어요.

• • •

驢仔醒返嚟就發現有個⽼⼈耷低頭望住佢。佢睇住⽼⼈對眼，
感覺到⼀絲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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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주 빠르게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 • •

驢仔覺得好羞家，唯有離家出⾛，⾛得越遠越好。

12

당나귀가 뛰는 것을 멈췄을때, 밤이 되었고 당나귀는 길을 잃었어요.
“히하?” 그가 어둠에게 속삭이자 “히하?” 하고 에코가 들렸어요. 그
는 혼자 였어요. 그는 쭈구려서 깊고 슬픈 잠에 들었어요.

• • •

當佢停低落嚟嘅時候呢，天都已經⿊晒，驢仔蕩失路嘞。佢喺
暗⿊中「哼哼」聲叫住，暗⿊中傳返嚟回聲，「哼哼」。佢孤
零零⼀⽀公，卷成咗⼀團，⼼中充滿煩惱，就淰淰噉瞓著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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