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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과 지네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 경쟁을 했죠. 어느
날 그들은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는 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 • •

雞和千⾜蟲是好朋友，但是它們⼜互相競爭。有⼀天，它們決
定進⾏⼀場⾜球⽐賽，看看誰是最棒的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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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축구장으로 가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닭은 빨랐지만 지네는
더 빨랐어요. 닭은 멀리 공을 찼지만 지네는 공을 더 멀리 찼어요. 닭
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 • •

它們去了球場，開始⽐賽。雞跑得⾶快，但是千⾜蟲跑得更
快。雞把球踢得很遠，但是千⾜蟲踢得更遠。雞開始有點悶悶
不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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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승부차기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은 지네가 골 키퍼 였어요. 닭
은 한 골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닭의 수비할 차례가 되었어요.

• • •

最後，它們決定來⼀場點球⼤戰。第⼀輪中，千⾜蟲當守⾨
員，雞只拿到了⼀分。然後，在第⼆輪中，雞做守⾨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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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닭과 지네는 적이 되었어요.
• • •

從此以後，雞和千⾜蟲就變成了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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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공을 차고 골을 넣었어요. 지네는 드리블을 하며 골을 넣었어
요. 지네는 헤딩을 하고 골을 넣었어요. 지네는 다섯 골을 넣었어요.

• • •

千⾜蟲猛地⼀踢，球進了。千⾜蟲運球⾶快，⼜進了⼀球。千
⾜蟲跳起來，打了個頭球，⼜得了⼀分。千⾜蟲⼀共得了五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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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지네가 나올때 까지 기침을 했어요. 엄마 지
네와 그 지네는 나무 속으로 숨으려고 기어 올라 갔어요.

• • •

雞不停地咳嗽，直到把千⾜蟲從胃裡咳了出來。千⾜蟲媽媽和
孩⼦趕緊爬上樹，藏了起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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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져서 화가 났어요. 닭은 정말 심한 폐배자였어요. 지네는 닭이 화
나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 • •

雞輸了，它很⽣氣。千⾜蟲哈哈⼤笑，因為它的朋友輸了球，
就無理取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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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트림을 했어요. 그리고는 삼켰다가 뱉었어요. 또 그녀는 재채기
와 기침을 했어요. 그 지네는 역겨웠죠!

• • •

雞打了⼀個嗝，咕嚕咕嚕要吐了，⼜是打噴嚏⼜是咳嗽。千⾜
蟲太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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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은 너무 화가나서 부리를 크게 벌리고 지네를 삼켜 버렸어요.
• • •

雞⽣氣極了，它張開嘴，⼀⼝把千⾜蟲吞了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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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네가 외쳤어요, “얘야 너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봐!” 지네들
은 지독한 냄새와 끔찍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닭은 아프기 시작했어요.

• • •

千⾜蟲媽媽⼤喊道：“快⽤你神奇的能⼒！”千⾜蟲會產⽣⼀種
很難聞的味道，會讓雞覺得很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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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집으로 걸어올때, 그녀는 지네의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지네는
“우리 아이 봤니?” 라고 물었어요. 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
마 지네는 걱정이 되었어요.

• • •

雞回家的路上，遇到了千⾜蟲媽媽。千⾜蟲媽媽問它：“你看⾒
我的孩⼦了嗎？”雞什麼都沒說，千⾜蟲媽媽很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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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엄마 지네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 엄마!” 라고 하는 걸 들었어
요. 엄마 지네는 주위를 둘러보며 귀기울여 들었어요. 그 소리는 닭 안
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 • •

千⾜蟲媽媽突然聽到了⼀陣微弱的聲⾳：“快幫我，媽媽！”千
⾜蟲媽媽看了看周圍，仔細地聽著，聲⾳是從雞⾝體裡傳出來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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