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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 • •

有⼀⽇，兔仔喺河邊散吓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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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가에는 하마도 있었는데, 하마는 산책을 하며 상쾌
하고 푸른 풀을 먹고 있었어요.

• • •

河⾺咁啱都喺度，⼀路⾏⾏吓，⼀路搵啲好味嘅野
草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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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
을 밟아 버렸어요. 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
쳤어요, “야 이 하마야!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거 안보
여?”

• • •

河⾺冇⾒到兔仔，⼀唔⼩⼼就踩親兔仔隻腳。兔仔
鬧住河⾺⼤嗌：「衰河⾺！你冇⾒到你踩親我隻腳
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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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
요.

• • •

河⾺嘅⽑燒咗，兔仔就好⾼興。直到今⽇，河⾺都
唔敢離河岸太遠，因為佢驚⼜要被⽕燒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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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는 토끼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친구야. 너
를 못봤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토끼는 하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그랬잖아! 두고
봐, 너도 언젠간 똑같이 당할거야!”

• • •

河⾺急住同兔仔道歉：「真係唔好意思，⽼友！我
睇唔到你！請原諒我啦！」兔仔唔肯聽河⾺解釋，
好嬲噉鬧河⾺：「你肯定係有⼼踩親我㗎！總有⼀
⽇你會受到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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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물가로 뛰어 갔어요. 하마의 모
든 털이 불에 타 버렸어요. 하마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
요, “내 털이 불에 다 타버렸어! 너가 내 털을 다 태워버렸
어! 내 털들이 다 사라졌어! 내 아름답고 아름다운 털이!”

• • •

河⾺⼤嗌，急住向河邊⾛去，但係佢嘅⽑已經燒到
冇晒。河⾺好傷⼼噉話：「我嘅⽑全部被⽕燒晒！
你燒晒我啲⽑！全部唔⾒咗！我好靚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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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하마가 풀
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 쟤가 나 밟았
어!” 불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 친구 토끼야. 너가 하라
는 대로 할께.”

• • •

兔仔去搵⽕，就對⽕話：「趁河⾺出⽔嚟⻝草嘅時
候，向佢放把⽕啦。佢竟然夠膽踩我隻腳。」⽕回
答佢話：「冇問題，⽼友記！我即刻去照你講嘅
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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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붙어
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

• • •

過咗陣，河⾺正喺離河岸好遠嘅地⽅⻝草。「哄」
嘅⼀聲，⽕突然間燒起上嚟，燒到河⾺⾝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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