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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는 그의 부모님과 네살 여동생과 살았어요. 그들은 부자의 땅
에 살았어요. 그들의 짚으로 엮은 오두막은 한 줄의 나무 끝에 있었어
요.

• • •

薩可滿和他的⽗⺟，還有四歲的妹妹住在⼀起，他們住在⼀個
富⼈的⼟地上，他們的茅草屋在⼀排⼤樹的後⾯。

2

부자는 아들을 다시 본 것이 정말 기뻤어요. 그는 사키마를 자신을 달
래준 것에 대해 보답했어요. 그는 그의 아들과 사키마를 병원으로 데
려가서 사키마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 • •

富⼈很⾼興兒⼦找回來了。為了感謝薩可滿安慰他，他把薩可
滿和他的兒⼦⼀起送到了醫院，薩可滿很快就會恢復視⼒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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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가 세살이었을 때, 그는 병에 걸려 시력을 잃었어요. 사키마는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요.

• • •

薩可滿三歲的時候，⽣了⼀場⼤病，從此，薩可滿就看不⾒
了，其實薩可滿是⼀個⾮常有天賦的孩⼦。

3

바로 그 순간, 두 남자가 누군가를 들것에 날라왔어요. 그들은 두들겨
맞고 길 옆에 남겨진 부자의 아들을 찾았어요.

• • •

就在那時，兩個⼈抬著擔架⾛來了，擔架上是富⼈的兒⼦！他
們發現這個⼈被打得⾯⽬全⾮，躺在路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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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는 다른 여섯살 아이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나이든 마을의 구성원들과 같이 앉아 중요한 일들을 의논할
수 있었어요.

• • •

薩可滿今年六歲，他會做很多同齡的男孩不會做的事情，⽐
如，薩可滿能和村裡的⽼⼈坐在⼀起討論重要的事情。

4

사키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하
지만 부자는 급하게 나와서 “다시 노래를 불러주게” 라고 말했어요.

• • •

薩可滿唱完了，準備離開。富⼈跑出來，說：“請再唱⼀遍
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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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의 부모님은 부잣집에서 일했어요. 그들은 집을 아침 일찍 떠
나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사키마는 어린 여동생과 남겨졌어요.

• • •

薩可滿的⽗⺟在富⼈的家裡⼯作。他們每天早出晚歸，薩可滿
就和妹妹呆在家裡。

5

일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그들은 사키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가 말했어요, “누구도 사장님을 달래지 못했
어. 이 눈이 먼 아이가 그를 달랠 수 있을까?”

• • •

⼯⼈們停下了⼯作。他們仔細地聽著薩可滿唱歌。有⼀個⼈
說：“從來沒有⼈能安慰⽼闆，這個看不⾒的男孩覺得他可以做
到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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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는 노래 부르는 걸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묻기를, “어디서 이런 노래들을 배웠니, 사키마야?”

• • •

薩可滿很喜歡唱歌。有⼀天，他的媽媽問他：“薩可滿，你從哪
兒學了這些歌？”

6

그는 한 큰 창문 아래에 서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천
천히, 부자의 머리가 큰 창문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 • •

他站在⼀扇⼤窗戶的下⾯，開始唱他最喜歡的歌。慢慢的，富
⼈的腦袋從窗戶裡伸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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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가 대답했어요, “이것들은 그냥 저에게로 와요, 어머니. 제 머
릿속에서 들리고 전 노래를 불러요.”

• • •

薩可滿回答說：“它們就這樣出現在我的腦海裡，我想到了這些
歌，就把它們唱了出來。”

7

다음날, 사키마는 여동생에게 그를 부잣집으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
어요.

• • •

第⼆天，薩可滿讓他的妹妹帶他去富⼈的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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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마는 여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나, 동생
이 배고플 때 말이죠. 여동생은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곤
했어요. 편안한 곡조에 몸을 흔들곤했죠.

• • •

薩可滿很喜歡給他的妹妹唱歌，特別是她肚⼦餓的時候。妹妹
聽著薩可滿唱他最喜歡的歌，跟著甜美的歌聲擺動起來。

8

그러나 사키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여동생은 그를 응원했어
요. “사키마의 노래들은 내가 배고플때 날 편안하게 해요. 부자도 편
안하게 할 수 있을거에요.”

• • •

但是薩可滿沒有放棄，他的妹妹也⿎勵他。她說：“薩可滿的歌
聲能趕⾛飢餓，他肯定也能安慰富⼈。”

13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 오빠?” 여동생은 그를
조르곤했어요. 사키마는 받아주고 노래를 계속 또 계속 불러주었어
요.

• • •

薩可滿的妹妹經常求他：“再唱⼀次吧！”薩可滿唱了⼀遍⼜⼀
遍。

9

“제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그는 다시 행복해질지 몰라요,” 사키
마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는
아주 부자야. 넌 눈이 먼 아이일 뿐이고. 넌 너의 노래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 • •

薩可滿對⽗⺟說：“我可以給他唱歌，這樣他就會⾼興起來了。
”但是薩可滿的⽗⺟不喜歡這個主意：“他很有錢，⽽你只是⼀
個看不⾒的⼩男孩。你以為你的歌聲會幫到他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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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녁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주 조용했어요. 사키마는 무
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 •

有⼀天晚上，薩可滿的⽗⺟回到家以後⼀句話也不說。薩可滿
知道⼀定發⽣了什麼不好的事情。

10

“무엇이 잘못됐나요, 어머니, 아버지?” 사키마가 물었어요. 사키마는
부자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자는 매우 슬프고 외
로웠어요.

• • •

薩可滿問爸爸媽媽發⽣了什麼事，他這才知道，原來富⼈的兒
⼦失蹤了，富⼈孤單⼀⼈，很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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