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긴 우정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팀톰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계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팀톰은 생각했어요.
“외계인들은 우리와 많이 다를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름이 오면 팀톰은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학교버스도 팀톰네 집 
앞으로는 다니지 않았어요.

팀톰은 조금 겁이 
났지만 그래도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 우주 생물들이 정원에 나타났어요. 빨간 
외계인, 노란 외계인, 솜털이 복실복실한 외계인, 
알록달록한 외계인, 날아다니는 외계인, 모두 
귀여웠고 전혀 겁이 나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 어디에  
먼저 갈까? 

“아빠, 먼저 달나라에 
옥토끼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그리고  2 8년이  지났어요 . 

에벨리나 다츄테 글 | 안나 링 그림 
발사!

어느 날 밤. 팀톰은 어떤 버려진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들아.“ 
 팀톰이 외쳤어요.

“얼른 나와. 겁내지 
않아도 돼.”

해왕성으로 물놀이 하러 갈까, 아니면 
화성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놀까?“ 
팀톰이 물었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은하계 축제가 지구에서 
열리게 되었답니다. 해마다 다른 행성에서 
열렸지만. 전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 
열렸지요.

발트지역 작가들의 더 많은 작은 책들을 확인해보세요: 
www.tinybooks.eu

후원 :

© 에벨리나 다츄테 글
© 안나 링 그림

© Translation 로카스 그리자스 번역 

© 발트 작가들의 작은 책 2021



발트지역�작가들의�더�많은�작은�책들을�확인해보세요�
WWW.TINYBOOKS.EU


�글��아그네세�바나가

�그림��게르다�매르텐스


�번역��김보나

출판�지원��
발트문화기금

글��아그네스�바나가

물고기�공화국�국민들이여��
우리는�이미�아주�오랜�세월�동안�인간
들과의�연락을�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성공하지�못했어요��
무슨�좋은�방법이�없습니까«�

여보세요«�여보세요«
안들려요�

계단을�만들
어야�할까요«

�병�안에�쪽지를�넣어�
보내�봤습니까« 어떻게�해야�

하는지�내가�
알아요�

오��믿을�수�없을�정도로�조용하고�평화로운�저녁이군���

오호�오호�
오호오�

칭�칭�
칭�

지잉�지잉�
지잉�둥�둥�

둥�

흐음음음�

치리리리링�

부우�부우�
부우�

인간들은�우리�
소리를�듣지�못해�

괜찮아요��그렇다면�
신호�언어를�사용해서�
연락해�봐야겠습니다�

놀러오세
요�

장화

쾌유를�빕니다��
얼른�청력이�
좋아지길�바라요�

조개�껍데기

물고기�공
화국에서

� 안부�전합
니다�

해조류

��발트�작가들의�작은�책

어쩌면�그들은�
소리�자체를�못듣는
걸지도�몰라�

조용한 바다

음악
회�음악회�음악회� 음악

회�음악회�음악회�
음악회�음악회�



발트지역 작가들의 더 많은 작은 책들을 확인해보세요:

www.tinybooks.eu

© 글: 인드레크 코프
© 그림: 루타 브리에데
© 번역: 최창원

© 발트 작가들의 작은 책, 2021

출판 지원:
발트문화기금

늑대들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믿지마! 등을 
돌리는 순간, 늑대들이 
널 잡아 먹을거야!

아우우! – 나에게 공을 던져 
줄래?

아우우! 아우우! – 저기 있는 
공을 찾게 좀 도와줄래?

아우우! 아우우! 아우우! 아우우! 아우우! 아우우!  
안녕 작은 새야! 나랑 같이 
공놀이 하자! 공을 쫒는건 
너무 재밋어!

옥스퍼드 늑대 언어 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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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위험해졌어… 
혹시 너 빨간 모자 
이야기를 알고 있니?

평범한 늑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사실 
전부 늑대인간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