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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 소개

“우리 사귈래, 김휘곤?” “응?” 그렇게 시작된 연애!

귀엽다. 뽀글뽀글한 털을 가진 이 강아지는 지구상

“눈사람 같은 애들 두 명이 사귈 수 있겠어? 다른

의 귀여움을 장착하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다만, 조금 아프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다. 강

휘곤은 이렇게 말하는 서윤이를 이해할 수 없다. 사

아지도 우리처럼 늙는다. 다만 조금 더 빨리...

귀는 데 자격이 필요한가?

낚시 글

낚시 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길을 걷다 보면 아주 다양한

“우린 다 예뻐. 그러니까 예뻐질 필요는 없는 거야.”

개들을 만난다. 수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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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내 가족이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에

“설마 진심은 아니지? 난 한 번도 예쁘다는 말 들은 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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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리가 다 예쁘다니, 남자애들이 웃겠다.”

주제 키워드

“남자애들? 민서윤, 너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살 빼려

어른이 되는 사람처럼, 강아지 역시 태어나고 성장

# 반려견

하고 나이가 든다. 그것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 몽글몽글

# 동물 에세이

그 귀여움에 깜빡 속아 가끔 잊는다. 이 아이도 어

# 연애소설

서윤이는 체리가 답답하다.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 이별

느덧 늙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 도시락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 다 거짓말 같다. 당장 우리들

주제 키워드

관한 이야기다. 아기로 태어나 학생이 되고 어느덧

는 거야?”

도 예쁜 것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서윤이는

서지정보
노견일기 /
정우열,동그람이,2019

“니가 왜 몸이 전 같지 않게 무겁고 찌뿌둥한지 알아?
왜 눈이 침침하고 자꾸만 잠이 오고 산책하다
넘어지는지 아냐고.
...우리한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단 말이야.

서지정보
나의 첫사랑 레시피 /
조정현,돌베개,2019

넌 꿈에도 모르지? 풋코.

상황별 추천

...”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

상황별 추천

점점 더 자신이 없다.
그런데 개피곤!!! 이놈의 김휘곤 녀석이 나를 더 성
가시게 한다. 도시락은 체리를 주려고 싸온건데...
이상하다. 왜 내 도시락에 체리보다 김휘곤이 더 관
심이 많은 건지.

몽글몽글 간질간질한 기분이

서윤이는 알았을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안다. 우리 모두 늙고 병들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할 때

“나는 네가 좋아.”

그들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그런데 왜인지 나만은 비켜갔으면 하는 마음도. 사

나를 사랑스럽게 온전히 나로

이 말을 듣는 서윤이의 심장은 10초 정도 멈췄다고

모두.

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사

바라보고 싶은 사람

생각했다. 심장에서 몽글몽글한 기분이 퍼지기 시작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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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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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줄 발췌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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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너랑 나는 안 되는 거겠지? 나 이번에 살이 좀 빠지

16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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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키도 커졌는데...... 만약에 말이야, 내가 눈사람 탈출하
면 네 생각이 바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