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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른 아침 부시의 할머니가 그를 불렀어요. “부시야, 이 달걀을 부
모님한테 가져다 드리렴. 네 누나의 결혼식을 위해 큰 케익을 만들고
싶어하실거야.”

• • •

⼀⽇朝頭早，夫思嘅嫲嫲叫佢過嚟就話：「夫思，你帶住呢隻
雞蛋去你爹哋媽咪嗰便啦！你家姐⾏婚禮，佢哋想幫佢做個⼤
蛋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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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로 가는 길에, 부시는 과일을 따는 두 소년을 만났어요. 한 소
년은 부시의 달걀을 잡아 나무로 던졌어요. 달걀은 깨졌어요.

• • •

夫思帶住隻雞蛋出發，佢喺路上遇到兩個摘緊⽣果嘅男仔。其
中⼀個男仔搶咗隻雞蛋，掟咗去⼀棵樹度，隻雞蛋就爛咗。

3

부시의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시, 내 동생아, 나에게
선물은 상관없어. 케익도 상관없다구! 우린 모두 여기 함께 있고, 난
행복해. 이제 네 좋은 옷을 입고 이 날을 즐기자!” 그래서 부시는 그렇
게 했어요.

• • •

夫思嘅家姐諗咗⼀陣，就話：「夫思，我嘅乖細佬，我唔志在
有冇份禮物。我都唔介意有冇個蛋糕。我哋今⽇聚埋⼀⿑，我
就已經好開⼼啦。你快啲著埋飲衫，同我哋⼀⿑慶祝啦！」於
是乎夫思就照做喇。

14



“무슨 짓을 한거야?” 부시가 외쳤어요. “그 달걀은 케익을 위한거였
어. 케익은 내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거였어. 결혼 케익이 없으면 내 누
나가 뭐라고 하겠어?”

• • •

夫思叫咗出嚟：「你搞咩嘢呀？隻雞蛋係攞嚟做蛋糕嘅，仲係
俾我家姐嘅結婚蛋糕。結婚冇蛋糕，我家姐將會講咩嘢說話
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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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면 좋지?” 부시가 외쳤어요. “달아난 소는 인부들이 준 짚단
을 대신한 선물이었어. 인부들이 지팡이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 짚
단을 준거야. 과일 따는 아이들이 케익을 위한 달걀을 깨뜨렸기 때문
에 그 지팡이를 준거구.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 이제
달걀도, 케익도, 선물도 없어.”

• • •

夫思叫咗出嚟：「點算好呀？隻乳⽜本來係農夫送俾我嘅禮
物，因為乳⽜⻝咗起屋⼯⼈俾我嘅茅草。起屋⼯⼈俾茅草我，
係因為佢哋整斷咗摘⽣果嘅⼈俾我嘅⽊棍。摘⽣果嘅⼈俾咗條
⽊棍我，係因為佢哋打爛咗攞嚟做蛋糕嘅雞蛋。嗰個蛋糕係俾
我家姐⾏婚禮嘅禮物。⽽家雞蛋⼜冇，蛋糕⼜冇，連禮物都冇
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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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부시에게 장난친 것을 미안해했어요. “케익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여기 누나를 위한 지팡이가 있어,” 한 소년이 말했어요. 부시
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 • •

兩個男仔整蠱完夫思之後覺得好對佢唔住。其中⼀個男仔就
話：「我哋冇辦法幫你做蛋糕，但係我哋呢度有條⽊棍，可以
送俾你姐姐。」噉夫思就帶上咗條⽊棍，繼續上路。

5

하지만 저녁시간이 되자 소는 농부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시는
여행중에 길을 잃었어요. 그는 누나의 결혼에 매우 늦었어요. 손님들
은 이미 먹고있었어요.

• • •

但係，到咗⻝晚飯嘅時候，隻乳⽜⾛返咗農場，夫思亦都係途
中蕩失路。佢好夜先⾄到家姐嘅婚禮度，嗰陣時啲客都已經喺
度⻝緊飯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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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에 집을 짓고 있는 두 남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 튼튼한 막
대기를 쓸 수 있을까?” 한 남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막대는 집을 지
을 만큼 튼튼하지 않았고, 부러졌어요.

• • •

夫思喺路上⼜碰到兩個起緊屋嘅⼯⼈。其中⼀個⼯⼈就問佢：
「我哋可唔可以借你條⽊棍⽤⼀⽤呀？」但係條⽊棍唔係好實
淨，仲斷埋添。

6

소는 욕심부린 것에 미안해했어요. 농부는 소가 누나를 위한 선물로
부시와 함께 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부시는 계속해서 갔어요.

• • •

乳⽜好對唔住，因為佢太過⾃私啦。農夫就決定俾乳⽜跟住夫
思⾏，作為送俾佢家姐嘅禮物。噉夫思就帶住隻乳⽜，繼續上
路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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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짓을 한거에요?” 부시가 외쳤어요. “그 지팡이는 누나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과일 따는 아이들이 케익을 위한 달걀을 깨뜨렸기 때
문에 그 지팡이를 준 거라구요.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
어요. 이제 달걀도, 케익도, 선물도 없어요. 제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요?”

• • •

夫思叫咗出嚟：「你搞咩嘢呀？條⽊棍係摘⽣果嘅⼈送俾我
嘅，因為佢哋打爛咗攞嚟做蛋糕嘅雞蛋。嗰個蛋糕係送俾我家
姐⾏婚禮嘅禮物。⽽家雞蛋⼜冇，蛋糕⼜冇，連禮物都冇埋，
噉我家姐將會講咩嘢說話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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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짓을 한거야?” 부시가 외쳤어요. “그 짚단은 누나를 위한 선물
이었어. 인부들이 지팡이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 짚단을 준 거라구.
과일 따는 아이들이 케익을 위한 달걀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줬구. 그 케익은 누나의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 이제 달걀도, 케익도,
선물도 없어.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 • •

夫思叫咗出嚟：「你搞咩嘢呀？嗰啲茅草係俾我家姐嘅禮物。
起屋⼯⼈俾咗嗰啲茅草我，係因為佢哋整斷咗摘⽣果嘅⼈俾我
嘅⽊棍。摘⽣果嘅⼈俾咗條⽊棍我，⼜係因為佢哋打爛咗攞嚟
做蛋糕嘅雞蛋。個蛋糕係俾我家姐⾏婚禮嘅禮物。⽽家雞蛋⼜
冇，蛋糕⼜冇，連禮物都冇埋，我家姐將會講咩嘢說話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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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들은 지팡이를 부러뜨린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케익
을 도와줄 순 없지만, 여기 누나를 위한 짚단이 있단다,” 한 남자가 말
했어요. 그래서 부시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 • •

起屋⼯⼈覺得好對唔住夫思，因為佢哋整斷咗佢條⽊棍。其中
⼀個⼯⼈就話：「我哋冇辦法幫你做蛋糕，但我呢度有啲茅
草，可以送俾你姐姐。」噉夫思就帶上咗茅草，繼續上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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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에 집을 짓고 있는 농부와 소를 만났어요. “맛있게 생긴 짚단
이로구나, 내가 맛봐도 되겠니?” 소가 물었어요. 하지만 짚단이 너무
맛있던 나머지 소가 다 먹어버렸어요!

• • •

喺路上，夫思遇到個農夫同佢隻乳⽜。隻乳⽜就話：「幾靚嘅
茅草吖！我可唔可以試吓？」但係茅草太好味啦，乳⽜⼀啖就
全部都⻝晒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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