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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od Night for Freedom

by Barbara Olenyik Morrow

I was delivering butter to Aunt Katy early that 

morning in 1839. While she went to get me a coin, I 

decided to be helpful. "I'll take the butter to the 

basement," I called, heading down the stairs. I set 
외 쳤 다

the butter on the table. Something moved. I looked 

around. Standing in the darkness were two girls. 
도 치

Runaways!
도 망 자 들

 

I had only known Katy and Mr. Coffin since last 

summer when we moved to Indiana. But I'd often 

heard that the Coffins helped runaway slaves.

I ran up the steps. "Something wrong, Hallie?" Aunt 

Katy asked. She gave me a coin. "No, ma'am. I'm 

fine," I said, moving toward the door.

I raced home, through the woods. Had those girls 

hidden in these woods? One looked about my age, 

the other a little older. I'd seen slaves before, but 

never runaways! Then I heard the sound of horses 

and loud voices. Four men rode up beside me. 

"Seen any stray horses?" one called. "Any stray 
길 잃 은

anything?" one laughed. I saw a whip hanging from 
채 찍

a saddle. "Here, little girl," he said. "Give this to your 
안 장

dad." He threw a piece of paper at my feet.

번역

1839년 그 날 이른 아침 나는 Katy 아줌마에게 버

터를 배달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동전을 주기 위

해 간 사이 나는 아줌마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제

가 지하실로 버터를 가져다 놓을게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외쳤다. 나는 탁자 위에 버터를 올려 놓

았다.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

다. 두 명의 소녀가 어둠 속에 서있었다. 도망자들! 

 

나는 우리가 인디애나로 이사 왔던 지난 여름 이후

로 Katy 아줌마와 Coffin 씨를 알고 지냈다. 그러

나 나는 Coffin 씨 부부가 도망친 노예들을 돕고 있

다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계단을 뛰

어 올라갔다. “무슨 일 있니, Hallie?” Katy 아줌마

가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동전을 주었다. “아니에

요. 괜찮아요.” 나는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나는 숲을 지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소녀

들이 이 숲속에 숨었을까? 한 명은 내 또래로 보였

고 다른 한 명은 약간 나이가 많아 보였다. 전에도 

노예들을 본 적은 있지만 도망자들은 아니었다. 그

때 말 울음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들이 들렸다. 네 

남자가 내 옆에 말을 타고 지나갔다. “길 잃은 말을 

보았니?” 한 명이 말했다.  “길 잃은 뭐?” 한 명이 

웃었다. 나는 안장에 걸려 있는 채찍을 보았다. “어

이, 꼬맹이 아가씨” 그가 말했다. “이걸 네 아빠에게 

주거라.” 그는 내 발에 종이 한 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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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got home, Dad hurried out. "Four strangers 

gave this to me," I said, giving him the paper. 

Together we read. "Dad, would you help runaways? 

If you knew where those girls were, would you tell?" 

I asked. Dad began slowly, "I don't like slavery. 
노 예 제 도

But there's a law against helping runaways. A judge 

could fine  me $500. Or we could find our house 
벌금을 선고하다

in flames. Those slave catchers do mean things." 
사 냥 꾼 비 열 한

Dad continued, "I don't like that law. But I'm not 

inviting trouble. Runaways can take care of 
문제를 일으키다

themselves."

 Later, I stopped by Mr. Levi Coffin's store. Mr. 

Coffin smiled. "Good afternoon, Hallie. How may I 

help you?" "Four men came round our farm this 

morning. Slave catchers. Dad told me / there’s a law 

against helping runaways."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law?" Mr. Coffin asked. "I don't know. Dad 

says the law's the law."

 

Mr. Coffin took me aside. His voice was low, but 

firm. "It is right to listen to your father. He's a good 

man. But you have a conscience." He stopped, his 
양 심

eyes softening. The Coffins' house was just down 
분 사 구 문

the street, so I went there, and Aunt Katy met me at 

the door. "I saw the runaways!" I said quickly.

번역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서둘러 밖으로 뛰어 

나갔다. “네 명의 낯선 사람들이 이걸 저에게 주었어

요.” 내가 아빠에게 종이를 드리면서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읽었다. “아빠, 도망자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빠는 그 소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말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아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다. “나는 노예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도망자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

지. 판사는 나에게 500 달러 벌금을 선고할 수 있

어. 아니면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

지. 그런 노예 사냥꾼들은 못된 짓들을 하거든.” 아
빠는 계속 말씀 하셨다. “나는 그 법을 좋아하지 않

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아. 도망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게다.”

 그 후, 나는 Levi Coffin 씨 가게에 들렀다. Coffin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Hallie. 뭘 도와줄까?” 

“네 명의 남자가 오늘 아침 우리 농장 주변에 왔어

요. 노예 사냥꾼들이요. 아빠가 도망자들을 도와주

면 안 된다는 법이 있대요.” “그럼 너는 그 법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니?” Coffin 씨가 물었다.“잘 모르

겠어요. 아빠는 그래도 법은 법이래요.”

 

Coffin 씨는 나를 한 쪽으로 데려갔다. 그의 목소리

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아빠 말씀을 듣는 것이 옳

단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양심이 

있잖니.” 그는 부드러운 눈으로 말을 멈췄다.Coffin 

씨 부부의 집은 길 바로 아래에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갔고 Katy 아줌마가 문에서 나를 맞이했다.“제가 

도망자들을 봤어요.” 나는 재빨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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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ongest time, she was silent. Finally, Aunt 

Katy opened the door. "Come, Hallie. I'd like you to 

meet our guests." We went to the basement. The 

girls were at a table. "It's all right, girls," Aunt Katy 

said, pushing me forward. "Take a seat and meet 

the girls, Hallie. I'll be right back."

 

And she disappeared up the steps. I felt the coin 

Aunt Katy had given me earlier. Suddenly it fell out 

of my pocket and rolled across the floor. One of the 

girls picked it up. "That's mine," I said. "I plan to 

buy a ribbon with it." The girl with my coin stood up. 

"When I get freedom, I'll get a job," she said. "I'll 

earn lots of coins." "What are you going to buy?"

 "Mom." She said. "Master sold her. We have to buy 

our mom back." "How will you do that?" "Don't know. 

Got to get freedom first." She held out the coin.

I dropped my head. "You keep it." "Don't want it. It's 

yours." "Sorry," I said, taking the coin. "Sorry that I 
집 으 면 서

can't help your mom.”  Suddenly there were 

footsteps above us. Mr. Coffin hurried down the 

stairs and pushed the girls out of sight. "Go home, 

child," he said to me.

 번역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Katy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Hallie야, 이리오렴. 

네가 우리의 손님을 만났으면 싶구나.”우리는 지하실

로 갔다. 그 소녀들이 탁자에 있었다. “얘들아, 괜찮

아,” Katy 아줌마가 나를 앞쪽으로 밀며 말했다. “자리

에 앉아서 소녀들을 만나보렴, Hallie.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그녀는 계단 위로 사라졌다. 나는 Katy 아

줌마가 아까 주신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그 

동전이 내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을 가로질

러 굴러갔다. 소녀들 중 한 명이 그것을 집었다. “내

거야,” 내가 말했다. “그걸로 리본을 살 생각이야.” 

내 동전을 잡은 소녀가 일어섰다. 

“난 자유를 얻으면 일자리를 구할거야,” 그녀가 말

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뭘 살 건데?”  “엄

마.”라고 그녀가 말했다. “주인이 엄마를 팔았어. 우

린 우리 엄마를 다시 사와야 해.”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몰라. 먼저 자유를 얻어야겠지.” 그녀가 내 

동전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너 가져.” “갖고 싶지 않아. 

그건 네거야.” “미안해,” 나는 동전을 집으며 말했

다. “너의 엄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우리 위쪽으로 발소리가 들렸다. Coffin 씨가 서둘

러 계단을 내려와서 소녀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었다. “얘야, 집에 가거라,” 그가 내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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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eft the house, and I saw the same four men on 

horses. One man jumped from his horse and 

pounded hard on the Coffins' door. "Where did you 

hide them?" he shouted. One of the men ran 

around the house. I hid behind a bush. Crash! He 

broke the window.

 

The other man picked up another rock. Crash! I 

jumped to my feet. "I saw them," I shouted.

 "Hallie!" Mr. Coffin threw open the door. "Child!" he 

warned. "I saw two girls this morning. They ran into 

the woods." The man came closer. "You saw two of 

them? Running away?" "Yes, sir."

 "Him there, did he tell you to say that?" "No, sir. He 

didn't." "Into the woods, right?" He grabbed my 

shoulder. I raised my arm and pointed. Then they 

were gone. Trembling, I fell to the ground. A gentle 

hand touched my head. "I lied," I said looking at 

Mr. Coffin."Thank you, child." Mr. Coffin smiled. I 

thought about Dad. I knew he wouldn't be pleased. 

I didn't feel good about that.

But Dad himself called me strong-minded. If that 

means / doing what I believe is right when others, 

even Dad, might not agree, then that's what I am.

And brave is what I'll try to be. Brave, like those two 

girls. I looked up at the sky. "Clear night ahead," I 

thought. Good night for running, for hopping, for 

being free.

번역

나는 그 집을 나왔고, 말을 탄 그 네 명의 남자들을 

보았다. 한 남자가 말에서 뛰어내려 Coffin 씨네 문

을 세게 두드렸다. “그들을 어디에 숨겼소?” 남자가 

소리쳤다.그들 중 한 명이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나는 덤불 뒤에 숨었다. 쾅! 그가 유리창을 깼다. 

다른 남자가 돌을 또 하나 집어 들었다. 쾅! 나는 벌떡 

일어섰다. “제가 그들을 봤어요,” 내가 소리쳤다. 

“Hallie!” Coffin 씨가 문을 열었다. “얘야!” 그가 주의

를 주었다. “내가 두 명의 소녀를 아침에 봤어요. 그들

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그들 중 두 명을 봤니? 도망치고 있었어?” “네.”  

“저기 저 남자, 그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

니?”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숲속으로, 맞아?”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내 팔을 들어 가리켰

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부들부들 떨며, 나는 땅

에 쓰러졌다. 부드러운 손이 내 머리를 잡았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Coffin 씨를 보며 내가 말했다. “고

맙다, 얘야.” Coffin 씨가 웃었다. 나는 아빠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아빠도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다. 만일 의

지가 강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빠조차

도,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 그

리고 용감한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용

감한 것, 저 두 소녀들처럼 말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은 밤이 되기를.” 나는 생각했다. 달리고, 희

망을 품고, 자유를 위한 좋은 밤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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