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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농장은 사탕 수수, 잡곡, 고구마로 가득 했어요. 하지만 그
중 최고는 할머니의 바나나들이였어요. 할머니는 많은 손주들이 있었
지만, 할머니는 저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비밀리에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그만 비밀
들을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가지 비밀이 있었어
요. 바나나를 어디서 익히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 • •

婆婆有個好靚嘅花園，種滿晒啲⾼粱，⼩⽶同埋⽊薯，但係咁
多嘢⼊⾯最好嘅就係⾹蕉。婆婆雖然有好多孫仔孫⼥，但係我
⼼⼊⾯知道佢最鍾意我㗎。佢時時都會請我嚟佢屋企玩，講啲
⼩秘密俾我聽。但係有⼀個秘密佢從來都冇試過同我講，就係
佢催熟⾹蕉嘅辦法。

2

그날 밤, 저는 엄마아빠 그리고 할머니에게로 부터 불려갔어요. 저는
제가 왜 불려갔는지 알아요. 그날 밤 제가 자려고 누웠을 때, 다시는
훔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에게서도, 부모님에게서도,
그리고 확실히 누구한테서도요.

• • •

嗰⽇挨晚，我被爹哋媽咪同埋婆婆叫咗過去。我知道佢哋點解
搵我。嗰⽇晚上，當我上床瞓覺嘅時候，我知道我再⼜唔會偷
嘢啦，唔偷婆婆嘅，唔偷爹哋媽咪嘅，邊個啲嘢都唔可以再
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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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할머니 집 밖 햇빛에 놓여있는 아주 큰 바구니를 봤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저 바구니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어봤을때, 할머니는
단지 “이것은 나의 마술 바구니야.” 라고만 말해주셨어요. 그 바구니
옆에 할머니가 가끔 뒤집어 놓으시는 바나나 잎들이 몇장 있었는데 저
는 항상 그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 저 잎사귀
들은 어디에 쓰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
로지 “그 잎사귀들은 나의 마술 잎들이야.” 라고만 대답해 주셨어요.

• • •

有⼀⽇，我⾒到婆婆放咗⼀個巨⼤嘅草籃喺⾨外。我問婆婆呢
個係攞嚟做咩嘢嘅，但係婆婆就單單話：「呢個係我嘅神秘籃
仔。」喺籃仔⼀邊放咗幾塊⾹蕉葉，婆婆間中都會去翻轉啲葉
幾下。我好好奇，就問婆婆：「呢啲葉係攞嚟做咩嘢嘅？」但
係婆婆只係應咗⼀句：「呢啲係我嘅神秘葉仔。」

3

그 다음날 할머니는 일찍 일어 나셨어요. 그녀는 항상 잘 익은 바나나
들과 고구마를 들고 시장에 가셔서 파셨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께 방
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는 버티지 못했어요.

• • •

第⼆⽇係婆婆趁墟打市嘅⽇⼦。婆婆好早就起⾝，佢將成熟咗
嘅⾹蕉同⽊薯運到墟場度去賣。我嗰⽇冇急住去睇佢，但係我
知道，我冇可能永遠避開婆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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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바나나들, 바나나 잎사귀들, 그리고 그 큰 바구니는 보는것만
으로도 정말 재밋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어머니께 심부름 하
라고 보냈어요. “할머니, 제발 보게 해주세요…”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시킨 것을 하거라,” 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 • •

我好好奇噉睇住婆婆、⾹蕉、⾹蕉葉仲有嗰個巨⼤嘅草籃。但
係婆婆就打發咗我去媽咪嗰便幫⼿。我噅住婆婆就話：「俾我
留响度睇吓啦！」但係婆婆就堅持話：「唔好咁硬頸啦，⼩朋
友，照我講嘅去做啦。」我唯有⾛開囉。

4

그 다음 날, 할머니가 정원에서 야채들을 따고 계셨을때, 저는 다시 바
나나들을 보러 갔어요. 거의 모든 바나나들이 익었어요. 저는 참지 못
하고 네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문쪽으로 갔을때 할머니의 기침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겨우 다시 바나나를 치마 속으로 넣었고 아무렇지 않
게 할머니를 지나쳤어요.

• • •

第⼆⽇，我趁婆婆喺花園度摘蔬菜嘅時候，⼜偷偷⾛⼊佢間房
去睇嗰啲⾹蕉。啲⾹蕉差唔多全部都熟晒嘞。我就頂唔順誘
惑，攞咗四條⾹蕉。我趷⾼腳離開佢間房，就聽到婆婆喺度咳
緊。我收埋啲⾹蕉喺條裙仔下底，好似乜都冇發⽣過噉就⾛開
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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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돌아왔을때, 할머니는 밖에서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바구니와
바나나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바구니 어디있어요? 바나나는
어디있고, 그리고 …” 하지만 할머니는 오직, “그것들은 내 마법 장소
에 있어.” 라는 답밖에 듣지 못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 • •

到我返嚟嗰陣時，婆婆正坐喺外便唞吓，但係就唔⾒個籃同⾹
蕉！我就問婆婆：「個籃去咗邊度呀？⾹蕉去咗邊度呀？仲有
嗰啲……」但係婆婆只係應咗⼀句：「佢哋都喺⼀個神秘嘅地
⽅。」我好失望！

5

다음 날 할머니가 어머니를 뵈러 오셨을때, 저는 할머니 집에 가서 바
나나들을 한번 더 확인 했어요. 너무나도 잘 익은 바나나들이 많이 있
었어요. 저는 하나를 주워서 제 치마 속으로 넣었어요. 그 바구니를 다
시 덮고, 집 뒤로 와서 가지고 온 바나나를 빨리 먹었어요. 제가 맛본
바나나 중에 가장 달았어요.

• • •

第⼆⽇呢，婆婆嚟睇我媽咪，我⼜⾛到婆婆屋企去偷睇嗰啲熟
⾹蕉。有⼀梳⾹蕉已經⾮常之熟嘞。我摘咗⼀條⾹蕉，收埋咗
佢喺我條裙仔度。返好個籃仔之後，我就⾛到間屋後⾯，
偷偷噉⻝咗條⾹蕉：呢個絕對係我⻝過最好味嘅⾹蕉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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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
셨어요. 할머니 방문을 열자마자, 바나나 익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할머니의 방 구석쪽에 그 마법의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바구니는
낡은 이불로 잘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이불을 들어 아주 환상적인
냄새를 맡았어요.

• • •

過咗兩⽇時間，婆婆就叫我由佢間房度攞佢⽀⼠的嚟俾佢。我
⼀打開道⾨，就聞到朕熟⾹蕉嘅味道。原來婆婆嘅神秘籃仔就
擺响佢間房度！上⾯ 咗條舊⽑氈，我揭開條⽑氈，⼤⼒噉
聞嗰朕⾹噴噴嘅味道。

6

할머니가 “너 뭐하고있니? 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
하셨을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둘러서 지팡이를 갖다 드렸어
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있니?” 라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
니의 질문 후, 제가 아직도 할머니의 마법 장소를 발견했다는것에 대
해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 •

婆婆嗌我嘅時候，嚇咗我⼀跳：「你喺度做緊乜嘢？快啲攞我
⽀⼠的嚟。」我趕緊攞咗⽀⼠的出去俾婆婆。婆婆睇住我，就
問：「你喺度笑緊乜嘢呀？」我先⾄意識到，我仲喺度因為發
現咗呢個神奇嘅秘密⽽偷笑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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