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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그녀는 정말 슬펐어요. 심베그
위레의 아버지는 그의 딸을 돌보려 최선을 다했어요. 천천히, 그들은
어머니 없이 다시 행복해 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은 앉아서
하루 일과에 대해 얘기했어요. 매일 저녁 그들은 저녁도 함께 만들었
어요. 같이 설거지를 한 후,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그녀의 숙제를 도
와줬어요.

• • •

⾟波薇亞的媽媽過世的時候，她⾮常傷⼼。⾟波薇亞的爸爸盡
全⼒照顧孩⼦。時間久了，他們漸漸開⼼起來，習慣了沒有⾟
波薇亞媽媽的⽣活。每天早上，他們坐在⼀起，談論著即將到
來的⼀天。每天晚上，他們⼀起做飯，然後⼀起洗碗，⾟波薇
亞的爸爸還幫助她做功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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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보통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내
아이야 어딨니?” 그가 불렀어요.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달
려갔어요.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는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요. “나는 너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으면해,
내 딸아. 이분은 아니타 라고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
요.

• • •

有⼀天，⾟波薇亞的爸爸回家晚了。他⼀進⾨就喊道：“親愛的
孩⼦，你在哪裡？”⾟波薇亞跑出來迎接爸爸。但她突然停住
了，因為她看到爸爸牽著另外⼀個⼥⼈的⼿。爸爸笑著說：“我
的孩⼦，來，我向你介紹⼀個很特別的⼈，她叫阿妮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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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심베그위레, 너의 아버지가 너에대해 많이 얘기 해 주셨어,” 아
니타가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웃지도, 소녀의 손을 잡지도 않았어
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행복하고 기대됐어요. 그는 셋이서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라며 얘기했어요. “내 딸아, 나는 너가
아니타를 너의 어머니로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
했어요.

• • •

阿妮塔跟⾟波薇亞打招呼：“你好，⾟波薇亞！你的爸爸跟我說
了很多關於你的事。”她沒有朝⾟波薇亞微笑，也沒有牽她的
⼿。⾟波薇亞的爸爸很⾼興，他興奮地說著，如果他們三個⼈
住在⼀起，⼀定會很幸福的。爸爸朝⾟波薇亞說：“我的孩⼦，
我希望你能接受阿妮塔成為你的⺟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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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주, 아니타는 식사를 위해 집에, 심베그위레, 그녀의 사촌, 그
리고 그녀의 이모를 초대했어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가 좋아하는 음
식을 모두 준비하고, 모두가 배가 부를때 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어른
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놀았어요. 심베그위레는 행복하고 용
감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곧, 아주 곧,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새 엄
마와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 • •

過了幾天，阿妮塔邀請⾟波薇亞，姑姑和姑姑的孩⼦們⼀起到
家裡吃飯。好豐盛啊！⽽且那都是⾟波薇亞喜歡吃的東西，每
個⼈都吃得津津有味。吃完飯，⼤⼈們在家裡聊天，孩⼦們在
外⾯玩耍。⾟波薇亞覺得很開⼼，⾃⼰變得更加勇敢了。她決
定不久以後就要回到家裡，和⾃⼰的爸爸，繼⺟住在⼀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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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녀는 더이상 아침에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에게 엄청 많은 집
안 일을 주었고, 심베그위레는 밤에 학교 숙제 하기가 너무 피곤했어
요. 그녀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자러갔어요. 그녀의 유일한 안락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다채로운 담요 였어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 • •

⾟波薇亞的⽣活變了。她每天早上沒有時間和爸爸坐在⼀起聊
天。阿妮塔讓⾟波薇亞做很多家務，⾟波薇亞每天晚上都累極
了，根本沒有時間做功課。她⼀吃完晚飯就睡覺了。她唯⼀的
安慰就是媽媽留給她的彩⾊毯⼦。⾟波薇亞的爸爸似乎沒有意
識到⼥兒⼀點兒也不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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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는 아니
타와 함께 왔지요. 아니타는 심베그위레 손에게 다가갔어요. “어린 아
이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었어
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니?” 심베그위레는 아버지의 걱정 가득
한 얼굴을 바라 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와 아
니타를 안았어요.

• • •

⾟波薇亞的爸爸每天都來看她。有⼀天，他和阿妮塔⼀起來
了。阿妮塔朝⾟波薇亞伸出⼿，她哭了：“我太抱歉了，⼩傢
伙，對不起，我錯了，你可以再給我⼀次機會嗎？”⾟波薇亞看
了看爸爸，看到他憂慮的臉龐。她朝前⾛了⼀步，抱住了阿妮
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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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후,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집을 잠시 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나는 내 직업을 위해 출장을 가야한다”고 말했어요. “그
러나 나는 당신이나 딸이나 서로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심
베그위레는 얼굴을 숙였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
니타는 아무 말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 • •

過了幾個⽉，⾟波薇亞的爸爸告訴她們，他要離家⼀段時間。
他說：“我得出差，我相信你們會互相照顧對⽅的。”⾟波薇亞
低下頭，但她的爸爸沒有注意。阿妮塔什麼也沒說，她也不太
⾼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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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의 아버지가 오고 계실 당시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사촌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화가 나 있을까봐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 숨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가서 심
베그위레, “너는 너의 완벽한 어머니를 너 스스로 찾았어 라고 말했어
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 하는 사람. 난 너가 자랑스럽고 너를 사
랑해.” 그들은 심베그위레가 원하는 만큼 그녀의 이모와 함께 머물 수
있다고 동의 했어요.

• • •

⾟波薇亞正在和她的表兄弟姐妹玩耍，但她突然看到了遠處的
爸爸。她害怕爸爸會⽣氣，於是就跑到房⼦裡躲了起來。但是
爸爸找到她，對她說：“⾟波薇亞，你⾃⼰找到了⼀個完美的媽
媽，她愛你，理解你。我為你感到驕傲，我愛你。”他們商量後
決定⾟波薇亞可以和姑姑住在⼀起，想呆多久就可以呆多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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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만약 심베그위레가 집안일을 완료하지 않았거
나 그녀가 불평했을 경우, 아니타는 그녀를 때렸어요. 그리고 저녁 식
사때, 그 여자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었고, 심베그위레에게는 조그만
조각들만 주었어요. 매일 밤 심베그위레는 그녀의 어머니의 담요를
껴안고, 잠이 들기 전까지 울었어요.

• • •

⾟波薇亞的⽣活變得更糟糕了。如果⾟波薇亞沒有做完家務，
或者她稍微有點抱怨的話，阿妮塔就會打她。晚上，阿妮塔把
⼤多數⻝物都吃了，只留給⾟波薇亞⼀點剩飯剩菜。每天晚
上，⾟波薇亞都流著淚⼊睡，她只能緊緊地抱著媽媽留下的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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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 왔을 때, 그는 심베그위레의 방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타,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무거운 마음으
로 물었어요. 그 여자는 심베그위레가 도망 쳤다고 설명했어요. “나는
그녀가 저를 존중했으면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내
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요.” 심베그위레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물가
를 향해 갔어요. 그는 그의 동생이 심베그위레를 봤는지 확인하기 위
해 그의 여동생의 마을에 갔어요.

• • •

⾟波薇亞的爸爸回到家裡，發現⾟波薇亞的房間裡空蕩蕩的。
他疲倦極了，問阿妮塔發⽣了什麼事。阿妮塔說⾟波薇亞離家
出⾛了。她解釋道：“我只是想讓她尊敬我，但是我可能太嚴格
了。”⾟波薇亞的爸爸跑出家⾨，沿著⼩溪去找⾟波薇亞。他⾛
到了妹妹的村莊，想問問她有沒有⾒過⾟波薇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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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심베그위레는 늦게 일어났어요. “이 게으른 여자애야!”
아니타는 소리 쳤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심베그위레를 끌어 당겼어
요. 그 귀중한 담요가 못에 걸려서, 두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 • •

⼀天早上，⾟波薇亞起床晚了。阿妮塔氣極了：“你這個懶
蟲！”她把⾟波薇亞從床上拉起來。毯⼦勾到⼀顆釘⼦，撕成了
兩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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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의 이모가 자신의 집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녀는 심베그
위레에게 따뜻한 음식을주고,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의 담요와 함께
침대에 올려두었어요. 그날 밤, 심베그위레는 잠이 들며 울었어요. 그
러나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봐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 • •

⾟波薇亞的姑姑帶著她去了⾃⼰家。她給⾟波薇亞煮了美味的
⻝物，⼜給她鋪了床，讓她蓋著媽媽的毯⼦睡覺。那天晚上，
⾟波薇亞⼜哭著睡著了。不過這次是欣慰的淚⽔。她知道她的
姑姑會照顧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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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베그위레는 매우 화가났어요. 그녀는 가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
는 그녀의 어머니의 찢어진 담요를 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포장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길을 따라 갔어요.

• • •

⾟波薇亞傷⼼透了，她決定離家出⾛。她帶著毯⼦的碎⽚，包
了⼀些⻝物，沿著爸爸出差的路離開了家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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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나무를 보았어요. 그녀가 어떤 소녀와 화려한 담요의 조각
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내 동생의 아이, 심베그위레!” 라고 외쳤어요.
다른 여성들도 세척을 중단하고 심베그위레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도
왔어요. 그녀의 이모는 어린 소녀를 안아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
어요.

• • •

⼥⼈抬起頭來看著那棵樹。當她看到⾟波薇亞和那條彩⾊的毯
⼦時，她嚇了⼀跳：“⾟波薇亞，我哥哥的孩⼦！”其他的⼥⼈
也停下了⼿裡的活兒，幫助⾟波薇亞從樹上爬了下來。她的姑
姑緊緊地抱著她，儘量安慰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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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물가 근처 키가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속에
자신의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잠이 들을때, 그녀는 노래 했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나를 떠났어요. 엄마가 날 떠나 돌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
세요? 엄마는 저를 떠났어요.”

• • •

天⿊了，⾟波薇亞找到⼀棵⻑在⼩溪旁邊的樹。她爬上了樹，
在樹枝上搭了⼀張⼩床。她唱著歌，漸漸睡著了：“媽媽，媽
媽，媽媽，你離開了我，離開了我再也不回來了。爸爸再也不
愛我了。媽媽，你什麼時候回來，你離開了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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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심베그위레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여성들이 물
가에 자신의 옷을 씻으러 왔을 때, 그들은 키가 큰 나무에서 나오는 슬
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라
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일에 다시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 여성 중 하나
는 그 노래를 매우 신중하게 들었어요.

• • •

第⼆天早上，⾟波薇亞⼜唱起了這⾸歌。附近的⼥⼈到溪⽔邊
來洗⾐服，她們聽到了樹上傳來的歌聲。她們以為這是⾵穿過
樹葉的聲⾳，於是就沒有在意，繼續洗⾐服。但其中有個⼥⼈
仔細地聽著這⾸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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