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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가 케냐산 비탈에 있는 마을에서 한 소녀가 엄마와
밭에서 일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완가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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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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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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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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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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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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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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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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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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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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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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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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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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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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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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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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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가리는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름
다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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