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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가 케냐산 비탈에 있는 마을에서 한 소녀가 엄마와
밭에서 일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완가리였어요.

• • •

喺東⾮肯雅⼭嘅半⼭度，有條⼩村，村⼊⾯有個⼥仔同
佢媽咪⼀⿑喺農⽥度做嘢，呢個⼥仔叫做旺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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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밖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완가리는 가족 텃밭에
서 씨앗을 심기 위해 칼로 흙을 파고 작은 씨앗들을 따뜻한 땅
에 심었어요.

• • •

旺加⾥好鍾意喺出便做嘢。喺佢屋企農⽥度，旺加⾥⽤
開⼭⼑劈開⼟地，喺溫暖嘅⼟壤度散播啲⼩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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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가 제일 좋아하는 때는 해가 진 직후 였어요. 밖이 너무
어두워져서 식물들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을 때, 완가리는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는걸 알았어요. 그녀는 강을 건너가며
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 • •

佢每⽇最鍾意嘅時間就係⽇落時分。當天⿊咗，睇唔到
花花草草嘅時候，旺加⾥就知道佢應該返屋企喇。佢喺
穿過農⽥嘅⼩路徑度⾏⾏吓，有時仲要遇⽔過河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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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영리한 아이였고 학교를 빨리 다니고 싶었어요. 하
지만 엄마 아빠는 완가리가 집에서 그들을 도와주길 원했어
요. 완가리가 7살이 되었을 때, 오빠는 완가리를 학교에 보내
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 • •

旺加⾥係⼀個好叻嘅細路⼥，佢急不及待噉想要去返
學，但係佢爹哋媽咪就希望佢留喺屋企度幫⼿做嘢。旺
加⾥七歲嗰陣時，佢⼤佬終於說服咗爹哋媽咪，俾旺加
⾥去返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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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배우는걸 좋아했어요! 책 한권을 읽을 때마다 점점
더 많이 배웠어요. 그녀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미국에서 공부
하라고 초청까지 받았어요. 완가리는 너무 신이났어요! 그녀
는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 • •

旺加⾥好鍾意學嘢㗎！佢讀咗好多書，仲學到好多知
識。佢嘅成績⾮常之好，好到有美國嘅⼤學寄錄取信
嚟，邀請佢去美國讀書。旺加⾥太開⼼喇，佢真係好想
去世界各地周圍⾒識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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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완가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녀는
식물에 관한 공부와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배웠어요. 그
리고 완가리는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기억했어요: 아름다
운 케냐 숲속 나무 그늘에서 오빠들과 게임을 하며 놀았던것
을.

• • •

喺美國⼤學嗰便，旺加⾥學到好多新嘢。佢研究植物同
佢哋嘅⽣⻑過程。佢諗起⾃⼰係點樣⻑⼤嘅：同班兄弟
喺美麗嘅肯雅森林度玩遊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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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케냐 사람들을 사랑
한다는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졌
으면 했어요. 지식이 늘어갈수록 완가리는 아프리카 집이 계
속 떠올랐어요.

• • •

佢學得越多，就越熱愛肯雅⼈⺠。佢想幫助肯雅⼈⺠過
⾃由、快樂嘅⽣活。佢學得越多，就越掛住⾃⼰喺⾮洲
嘅家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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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공부가 끝났을 때, 케냐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케냐는
많이 변했어요. 큰 농장이 땅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어요. 숲과
나무들이 더 이상 없었기에 주부들은 요리하는 불을 만들 나
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가난했고 아이들은 배고팠어요.

• • •

旺加⾥完成咗學業之後，佢就返咗去肯雅，但係佢嘅祖
國已經今⾮昔⽐啦。周圍都係新起嘅農場，婦⼥都搵唔
到柴嚟煮飯。⼈哋過住窮苦嘅⽇⼦，佢哋嘅細蚊仔⼜飢
腸轆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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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았어요. 그녀는 여성들에게 씨앗
으로 나무를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나무들을 팔고
난 돈으로 가정을 보살폈어요. 그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완가
리는 그 여성들이 스스로 강인하다고 느끼게 도와줬어요.

• • •

旺加⾥知道⾃⼰要做乜嘢嘞。佢教咗啲婦⼥點樣⽤種⼦
種出⼤樹。啲婦⼥賣樹賺錢，補貼家⽤。啲婦⼥都好開
⼼。旺加⾥令到佢哋覺得⾃⼰變得堅強勇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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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들은 자라서 숲이 되었고, 강이 다시 흐
르기 시작 했어요. 완가리의 가르침이 전 아프리카로 퍼졌어
요. 오늘날, 수만개의 나무들이 완가리의 씨앗으로 인해 자랐
어요.

• • •

時光⾶逝，⼩樹⻑成參天⼤樹，⼜匯聚成森林，河⽔穿
流⽽過。旺加⾥嘅辦法傳遍咗成個⾮洲。今⽇，因為旺
加⾥當初嘅種⼦，已經⻑出咗幾百萬棵⼤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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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전세계 사람들이 완가리를 알아보
기 시작했고, 아주 유명한 상을 줬어요. 그 상은 바로 노벨 평
화상이였죠. 완가리는 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그 상을
받는 거였어요.

• • •

旺加⾥⼀直都好努⼒噉做嘢。全世界嘅⼈都注意到佢嘅
⼯作，仲頒咗個好出名嘅獎俾佢，叫做諾⾙爾和平獎。
佢亦都係⾮洲第⼀位獲得呢個殊榮嘅⼥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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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름
다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릴 수 있어요.

• • •

旺加⾥喺2011年過⾝，但係每次我哋⾒到棵⼤樹嘅時
候，都會諗返起呢位傑出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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