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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 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
게 살았죠. 아무도 날 수 없었어요.

• • •

很久很久以前，⺟雞和⽼鷹是好朋友。他們和其他的⿃兒住在
⼀起，相安無事，但是他們都不會⾶。

2

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 닭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
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부터 피해.”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했
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갈 거에요.”

• • •

當⺟雞在地上看到⽼鷹的影⼦時，她就警告⾃⼰的孩⼦：“快躲
起來！別呆在這空曠乾燥的地上。”孩⼦們回答她說：“我們不
是傻⽠，我們會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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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땅에 먹을 게 더이상 없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
으러 아주 멀리 걸어 갔어요.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어요. “분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꺼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 • •

有⼀天，他們住的地⽅發⽣了飢荒。⽼鷹要⾛很遠很遠的路才
能找到⻝物。她回來的時候看起來⾮常疲倦。⽼鷹說：“這樣⾛
太累了！肯定有⼀種更省⼒的⽅法。”

3

다음날 독수리가 왔을때, 닭은 모래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
늘은 없었죠.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게 날아와 병아리 한마리를
잡고 멀리 사라 졌어요. 그 다음 부터 독수리는 나타날 때 마다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닭을 봤어요.

• • •

第⼆天，⽼鷹來了，她看到⺟雞正在沙地裡翻來翻去，但是銀
針還是沒有找到。⽼鷹從天上俯衝下來，抓了⼀隻⼩雞就⾶⾛
了。從那以後，無論⽼鷹什麼時候出現，她都看到⺟雞在沙地
裡找銀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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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닭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다른 새들한
테서 떨어진 깃털을 줍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주운 깃털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 라고
닭이 말했어요.

• • •

⺟雞飽飽地睡了⼀覺，想到了⼀個好主意。她開始搜集其他⿃
兒掉下來的⽻⽑，說：“讓我們把這些⽻⽑都縫在我們⾝上吧，
也許這樣我們⾛路就不吃⼒了。”

4

“나에게 하루만 줘,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 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하루만이
야,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
야돼.”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

• • •

⺟雞求⽼鷹：“再給我⼀天吧！明天你就能修補翅膀，⾶著去找
⻝物了。”⽼鷹說：“好，就⼀天。如果你找不到銀針的話，你
就要把⼀個孩⼦給我作為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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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을에서 독수리만 바늘을 가지고 있어서 독수리가 처음으로 바느
질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날개들을 만들고 닭위로 높이 날
았어요. 닭은 바늘을 빌렸지만 바느질이 싫증났어요. 그녀는 바늘을
찬장위에 올려놓고 애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려고 부엌에 들어 갔어
요.

• • •

⽼鷹是村莊裡唯⼀⼀個有銀針的，所以她第⼀個開始縫⽻⽑。
她給⾃⼰做了⼀雙⾮常漂亮的翅膀，做完之後，在⺟雞頭上⾶
來⾶去。⺟雞問⽼鷹借了針，但她很快就厭煩了縫紉。她把銀
針留在櫃⼦上，跑到廚房裡，給她的孩⼦做飯。

5

그날 오후, 독수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여행 중 느슨해 진 날개를 고
치려고 바늘을 돌려 달라고 했어요. 닭은 찬장 위를 찾아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마당까지 찾아 봤어요. 하지만 그 바늘을 찾을 수 없었어요.

• • •

那天下午，⽼鷹回來了，她問⺟雞要回⾃⼰的銀針，因為她要
修補⼀些鬆散的⽻⽑。⺟雞找遍了櫃⼦、廚房和後院，都找不
到銀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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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 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곧 새들은 하늘 곳곳을
날았어요.

• • •

其他的⿃兒看到⽼鷹⾶得⼜⾼⼜遠，⾮常羨慕。他們問⺟雞借
了銀針，這樣他們也可以給⾃⼰做翅膀了。過了不久，其他的
⿃兒也都能上天⾶翔了。

6

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때 닭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
서 병아리들이 바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 했어요. 노는 것이 싫증이
났을때,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어요.

• • •

當最後⼀隻⿃兒歸還銀針的時候，⺟雞不在家。她的孩⼦拿⾛
了銀針，玩來玩去。他們玩厭的時候，就把銀針落在了沙地
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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