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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네게데, 꿀잡이새, 그리고 진질레 라는 욕심많은 젊은 사
람 이야기 입니다. 진질레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갑자기 그는
네게데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질레는 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나뭇 가지에 새를 볼 때까지 멈추고 주의 깊게 들
었어요. “치틱-치틱-치틱,” 작은 새가 그 다음 나무에 가며 소리 냈어
요. 그후로 그 새는 “치틱-치틱-치틱”하며 진질레가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멈추며 확인했어요.

• • •

這是⼀個關於指蜜⿃奈吉和貪婪的年輕⼈⻘其兒的故事。有⼀
天，⻘其兒外出打獵，忽然，他聽到了奈吉的叫聲。⻘其兒⼀
想到跟著指蜜⿃就能找到美味的蜂蜜，⼝⽔就忍不住流了出
來。他停下來，仔細地聽著，四處找尋，直到他在頭上的樹枝
裡看到了指蜜⿃。⼩⿃啾啾啾地叫著，從⼀根樹枝⾶到另⼀個
樹枝。指蜜⿃⼀邊⾶⼀邊叫，讓⻘其兒能跟上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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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분 후, 그들은 거대한 야생 무화과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네게데
는 미친 듯이 가지 위를 뛰어 다녔어요. 그는 그 한 가지 위에 정착하
고, 그의 머리를 숙여 진질레 에게 말했어요, “여깄다! 이리로 오세요!
왜이렇게 오래 걸려요?” 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꿀벌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 네게데를 믿었어요.

• • •

過了⼤概半個⼩時，他們到了⼀棵巨⼤的野無花果樹下。奈吉
在樹枝間跳來跳去，然後在其中⼀根樹枝上停了下來，它朝⻘
其兒伸出腦袋，好像在說：“就是這兒！快來！別磨磨蹭蹭的。
”⻘其兒站在樹下，看不到⼀隻蜜蜂，但是他相信奈吉不會騙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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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사냥 창을 내려 놓고, 마른 나뭇 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만들었어요. 불에 잘 타고 있을 때, 그는 긴 마른 막대
기를 불꽃 중심에 넣었어요. 그 나무는 탈때 특히 연기를 많이 내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진질레는 식은 나무를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
작했어요.

• • •

⻘其兒把他打獵的⽭擱在樹下，搜集了⼀些乾枯的⼩樹枝，點
了⼀堆⽕。當⽕慢慢旺起來的時候，他拿了⼀根⼜⻑⼜乾的樹
枝，伸向⽕堆中⼼。這種⽊頭燒起來的時候，會釋放出很多
煙。⻘其兒⼀⼿拿著樹枝的另⼀頭，另⼀隻⼿抓著樹幹，開始
爬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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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곧 바쁜 꿀벌의 윙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무 속 파
인곳 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어요. 진질레가 그들의 벌집 근처
로 다가갔을때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벌집 속으로 밀어 넣
었어요. 꿀벌들은 분노에 차서 밖으로 돌진했어요. 그들은 진질레 에
게 고통스러운 독침을 쏘고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 베어
있는 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 이였죠.

• • •

不久⻘其兒就聽到了蜜蜂⾶來⾶去的嗡嗡聲。它們在樹幹裡築
了⼀個巢，正忙著⾶進去⾶出來。當⻘其兒爬到蜂巢附近的時
候，他把樹枝燃燒的⼀端猛地戳到蜂巢裡。蜜蜂們害怕灰煙，
它們都嚇壞了，趕緊全都⾶出來，但它們沒忘記給⻘其兒臉
上、⾝上狠狠地叮上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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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질레의 아이들이 네게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작은
새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꿀을 수확 할 때마다, 벌꿀 덩어리
를 꼭 꿀잡이새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 • •

從此以後，⻘其兒的孩⼦們都聽說了奈吉的故事，都⾮常尊重
這隻⼩⿃。他們每次收穫蜂蜜的時候，都會把最⼤的⼀塊留給
指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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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들이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진질레는 둥지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
었어요. 그는 한움큼 벌꿀 덩어리를 집었어요. 그 꿀 덩어리는 진한 꿀
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그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꿀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
했어요.

• • •

蜜蜂全都⾶出來了，⻘其兒把⼿伸進蜂巢裡，他挖到了好多蜜
塊，⼜甜⼜⾹的蜂蜜從蜜塊上滴下來，看起來美味極了。他⼩
⼼翼翼地把蜂蜜塊放進肩膀上的袋⼦裡，慢慢地從樹上爬下
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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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드가 진질레를 공격하기 전에, 진질레는 나무 아래로 돌진했어
요. 그가 너무 서둘러서 그의 나뭇가지를 놓치고, 무거운 쿵 소리와 함
께 떨어질 때, 그의 발목이 뒤틀렸어요. 그는 빨리 다리를 절며 뛰어
갔어요. 다행히도, 표범은 그를 쫓아 가기에는 아직 너무 졸렸어요. 네
게데, 그 벌꿀 길잡이 새는 그의 복수를했고 진질레는 그의 교훈을 배
웠습니다.

• • •

⻘其兒沒等到豹⼦撲向它，就⾶快地爬下樹。可他爬得太匆忙
了，⼀腳沒踩穩，重重地摔在地上，扭到了腳踝。他⼀瘸⼀拐
地跑⾛了。幸好豹⼦還沒睡醒，沒有追⻘其兒。指蜜⿃奈吉報
了仇，⻘其兒也學到了教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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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데는 진질레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네겔레에게 벌꿀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벌집
조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게데는 가지 가지를 옮겨가며
바닥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디어 진질레는 나무에서 거의 내려왔
어요. 네게데는 진질레 근처 바위 위에 자리 잡고 그의 보상을 기다렸
어요.

• • •

奈吉迫不及待地看著⻘其兒做這些事情，它等著⻘其兒能送它
⼀⼩塊蜂蜜，作為給他引路的謝禮。⻘其兒在樹枝間輕快地跳
來跳去，離地⾯越來越近。終於⻘其兒穩穩地落地，奈吉落在
他附近的⼀塊⽯頭上，等著⻘其兒給他的禮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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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질레는 보통의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며
나무를 올랐어요. “아마도 벌집은 나무 깊은 곳에 있구나” 라고 스스
로 생각했어요. 그는 또 다른 가지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벌집 대신,
그는 표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범은 무례하게 그녀의 잠
을 방해받아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눈을 좁
게 뜨고 그녀의 매우 크고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열었
어요.

• • •

⻘其兒爬著爬著，⼼裡覺得奇怪，怎麼他沒有聽到嗡嗡聲呢？
他想，蜂巢⼀定在樹冠很深的地⽅。他拉著樹枝，跳上樹：沒
有蜂巢，他看到了⼀隻豹⼦！豹⼦⾮常⽣氣，因為⻘其兒打擾
了它的美夢。豹⼦瞇著眼睛，張開⾎盆⼤⼝，露出了⼜⽩⼜尖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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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질레는 불을 끄고 자신의 창을 집어 새를 무시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질레! 진질레!”
진질레가 잠시 멈춰 그 작은 새를 응시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
도 꿀을 원하니 친구야? 하! 하지만 내가 모든일을 하고 벌침도 내가
다 맞았어. 왜 내가 너랑 이 아름다운 꿀을 공유해야 하지?” 그리고 그
는 걸어갔어요. 네게데는 분노했어요!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되는거
였어요! 네게데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 • •

但是⻘其兒把⽕滅了，拎起他的⽭，開始向家裡⾛去，裝作看
不⾒奈吉的樣⼦。奈吉⽣氣地叫著：“給我蜂蜜！給我蜂
蜜！”⻘其兒停下來，盯著⼩⿃，⼤笑說：“我的朋友，你也想
要蜂蜜，是嗎？哈哈，我做了這麼多事，被叮了那麼多包！我
為什麼要跟你分享這蜂蜜？”說完，⻘其兒就⾛遠了。奈吉氣極
了，他可從來沒有被這樣對待過！等著吧，它會報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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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후 어느날 진질레는 다시 네게데의 꿀 위치 알림을 들었어요. 그
는 맛있는 꿀을 기억하고, 열심히 다시 한 번 새를 따라갔어요. 네게데
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질레를 선도 한 후, 그는 큰 우산 가시에서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 “아,” 진질레는 생각했어요. “벌집이 이 나
무에 있겠구나.” 그는 신속하게 작은 불을 만들어 그의 입에 탄 나뭇
가지를 물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앉아서 보고있었죠.

• • •

過了幾個星期，⻘其兒⼜聽到了奈吉的叫聲。他想起來美味的
蜂蜜，迫不及待地跟著指蜜⿃⾛了。奈吉領著⻘其兒⾛到森林
邊上，在⼀棵⼤樹冠上停了下來。⻘其兒⼼想：“哈哈，樹上肯
定有蜂巢。”他迅速地⽣了⼀⼩堆⽕，拿著燃燒的樹枝開始爬
樹。奈吉停在那兒看著這⼀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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