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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라는 바쁜 도시안에, 집과는 너무나도 먼곳에 한 무리의 집
이없는 남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겨우
겨우 살아갔습니다. 어느날 아침, 남자아이들은 그들이 차가운 길바
닥에 깔고 자는 담요를 개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려고 쓰레기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 사이에는 마고즈위가 있었습니다.
마고즈위는 막내였습니다.

• • •

在內羅畢這座繁忙的城市裡，住著⼀群流浪的男孩，他們⽇復
⼀⽇地活著，從來不知道什麼是舒適安逸的⽣活。⼀天早上，
男孩們從冰冷的⼈⾏道上醒來，把他們⽤來睡覺的毯⼦疊起
來。天太冷了，為了驅趕寒氣，他們⽤拾來的垃圾燃起了⼀堆
⽕。在這群男孩中有⼀個⼈叫瑪格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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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가 다섯살인 어린나이에 그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아빠와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빠는 마고즈위를 잘 챙
겨주시지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고즈위를 위해 적당한 음식도 주지않
고 힘든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 • •

瑪格威的⽗⺟過世時，他只有五歲，他搬去跟叔叔⼀起⽣活。
叔叔從來不關⼼瑪格威。瑪格威在叔叔家捱餓受凍，還要幹很
多體⼒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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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가 불평을 하거나 질문을 할때면 큰아빠는 그를 마구 때렸습
니다. 마고즈위가 학교를 갈 수 있겠냐 물으면, 큰아빠는 그를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 큰아빠와 산지 3년이 될때쯤 마고즈위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리고 그는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旦瑪格威稍有抱怨，叔叔就會對他拳打腳踢。有⼀次，瑪格
威問叔叔他能不能去上學，叔叔狠狠地打了他幾下，說：“你這
傻⽠，⽤得著上學嗎？”瑪格威過了三年這樣的⽇⼦，終於離家
出⾛，無家可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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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초록지붕집에 있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옆
자리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니?” 마고즈위
는 대답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남자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토마스가 묻자, 마고즈위는
미소를 지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고즈위입니다.”

• • •

有⼀天，瑪格威正在屋⼦後院裡看書，托⾺斯來了，坐在他旁
邊：“這本書講了什麼故事？”瑪格威回答說：“這是關於⼀個男
孩變成⽼師的故事。”托⾺斯問：“那個男孩叫什麼名字？”瑪格
威咧嘴⼀笑：“他叫瑪格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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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생활은 험했고 길거리에 사는 다른 남자 아이들도 늘 음식 구
걸하는데 힘들어했습니다. 어떤날은 경찰한테 끌려가고, 어떤날은 두
들겨 맞았습니다. 그들이 아플때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
다. 이 남자 아이들은 그들이 구걸하며 받은 작은 거스름돈과 페트병
을 팔고 재활용 함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
는 싸움들과 그 도시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경쟁자들 때문에 삶이 더더
욱 힘들었습니다.

• • •

流浪⽣活⾮常艱⾟，⼤多數男孩每天只能混個溫飽。他們有時
候會被抓起來，有時候會捱打。當他們⽣病的時候，沒有⼈照
顧他們。這群男孩就靠乞討得來的⼀點點錢過活，他們有時候
也會賣塑料品和舊貨賺點錢。有時候別的流浪漢會來找茬，爭
奪領地，那時候⽣活就更艱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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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어떨때
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읽었던 비행사가 되는 책
과, 축구선수가 되는것에 대해 읽었던 이야기책을 떠올랐습니다. 그
들처럼, 마고즈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 •

瑪格威開始讀書，他遇到了不少困難，很難趕上他的同學們，
有時候他差點就要放棄了。但他每次想起故事書裡的⾶⾏員和
⾜球運動員，他都堅持了下來，就像他們⼀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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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마고즈위가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그 안에서 낡은 이야기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지와 흙을 털고 그의 가방안에 책
을 넣었습니다. 매일매일 마고즈위는 그 책을 꺼내서 그림을 보았습
니다. 그는 글을읽을 줄 몰랐습니다.

• • •

有⼀天，瑪格威正在翻垃圾箱，他找到了⼀本破舊不堪的故事
書。他把書上的灰塵吹⾛，把書放進了袋⼦裡。每天完⼯後，
他會把書拿出來，翻著上⾯的圖畫，可惜他看不懂上⾯的⽂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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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고즈위는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
두명과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총 열명의 아이들이 살았습
니다. 그위에 씨씨이모와 그분의 남편, 세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 한
마리와, 늙은염소 한마리가 살았습니다.

• • •

瑪格威搬到了新家，新家的屋頂是綠⾊的。他和兩個男孩住⼀
間房間。屋⼦裡還住著其他⼗個孩⼦。和他們住在⼀起的是茜
茜阿姨和她的丈夫，還有三隻狗，⼀隻貓，⼀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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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안에 그림들은 한 남자아이의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그려
졌습니다. 마고즈위도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쩔 땐, 마
고즈위는 그 책의 주인공이였으면 하는 상상도 하곤 했습니다.

• • •

圖畫書講的是⼀個男孩⻑⼤成為⾶⾏員的故事。瑪格威有時候
會夢想⾃⼰成為⼀個⾶⾏員。有時候，他想象著⾃⼰就是故事
中的男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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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토마스와 그의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곳에가면 삶
이 더 좋고 나을 거라고 토마스는 계속해서 마고즈위를 격려해줬습니
다.

• • •

他把⾃⼰的想法告訴了托⾺斯。托⾺斯對他循循善誘，終於說
服了瑪格威，他在新地⽅⼀定會過上更好的⽣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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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어느날이였습니다. 마고즈위는 길가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오셔서 말을 하셨습니다, “안녕, 나는
토마스라고해. 난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곳,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야.” 그 남자는 노란색 벽에 파란지붕집을 향해 가르켰습니다. “너 저
기 가서 밥 먹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고즈위는 그 남자분을 한
번 보고, 그리고 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즈고위는 “언젠가는
요,” 라고 대답을 하고 걸어갔습니다.

• • •

有⼀天，天氣很冷，瑪格威站在街頭乞討。⼀個男⼈⾛過來，
跟他打招呼：“你好，我叫托⾺斯。我在這兒附近⼯作，你可以
到那兒拿點吃的。”他指著⼀座藍頂⿈牆的房⼦，“我希望你別
客氣，到那兒去拿點吃的吧！”瑪格威看了看男⼈，⼜看了看房
⼦，說：“可能吧！”然後他就⾛開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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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과 학교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
니다. 그는 큰아빠께서 그에게 해줬던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
다. “난 정말 공부하기엔 너무 어리석은건 아닌가?” 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를 때리진 않을까?” 마고즈위는 두
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길에서 사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瑪格威想了想去新地⽅⽣活，上學。但是，如果他叔叔說得
對，他太笨了上不了學怎麼辦？如果在新的地⽅，他⼜要捱打
怎麼辦？他有點兒害怕，⼼想：“也許我註定就要睡在⾺路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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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후, 집없는 남자아이들은 토마스를 마주치는일이 자주 있었습니
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 사는 사
람들과 대화하는걸 즐겨했습니다. 토마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무례하지도 버릇
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마고즈위와 함께하는 남자아이들 몇명은 낮에
노란색 벽에 파란지붕집에 밥먹으러 드나들곤 했습니다.

• • •

接下來的幾個⽉，流浪的男孩們漸漸認識了托⾺斯。他喜歡跟
⼈聊天，特別是無家可歸的⼈。托⾺斯聽別⼈講他們的故事。
他不苟⾔笑，⾮常耐⼼、有禮貌，尊重他⼈。⼀些男孩開始在
⽩天去藍頂⿈牆的房⼦裡找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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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의 열번째 생일이 되는날, 토마스는 새로운 책을 선물했습니
다. 이 책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사는 남자가 커서 유명한 축구선수
가 된 내용이였습니다. 토마스는 그 이야기를 마고즈위에게 자주 읽
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엔 네가
이제 학교도 가고 책읽는것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해?” 그리고 토마스는 마고즈위에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과 다
닐 수 있는 학교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 • •

瑪格威⼗歲⽣⽇的時候，托⾺斯給了他⼀本新的故事書，這是
關於⼀個鄉下男孩成為⾜球運動員的故事。托⾺斯給瑪格威講
過這個故事很多次。有⼀天，托⾺斯說：“我覺得你應該去上
學，去識字。你覺得呢？”托⾺斯說他知道⼀個地⽅，孩⼦們可
以住在那兒，上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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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길거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토
마스가 와서 앉았습니다. 토마스는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
용이니?” 마고즈위는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남자아이가
비행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는 물었습니다,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뭐니?” 마고즈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읽을 줄 몰라요.”

• • •

有⼀天，瑪格威正坐在⼈⾏道上看故事書，托⾺斯來了坐在他
旁邊。托⾺斯問：“這本書講了什麼故事？”瑪格威回答說：“這
是關於⼀個男孩成為⾶⾏員的故事。”托⾺斯問：“男孩叫什麼
名字？”瑪格威聲⾳低了下去：“我不知道，我不識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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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토마스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
니다. 마고즈위는 큰아빠의 대해 얘기를 들려주고 왜 자기가 집을 떠
났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토마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고즈위한테 무엇을 해야할지 말해주는것보다 늘 잘 들어주었
습니다. 그들은 파란지붕집에서 밥을 먹을 때면 늘 이야기를 많이 나
눴습니다.

• • •

當他們再次⾒⾯的時候，瑪格威開始跟托⾺斯講⾃⼰的故事，
他的叔叔怎麼對他，他怎麼逃離了叔叔家。托⾺斯沒說什麼，
也沒有告訴瑪格威該怎麼做，但是他聽得很仔細。有時候他們
會⼀邊在藍頂⿈牆的房⼦裡吃東西，⼀邊聊聊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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