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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 소설 부문 결선 후보
* NBC 투데이 쇼(The Today Show) 선정 올 가을 도서, ‘인디 넥스트(Indie Next)’ 10월 선정 도서,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 가을 주목할 만한 작가의 데뷔작
* “작가가 아직 고상하게 변하지 않고 고집스레 남아 있는 문학 장르에 보낸 러브레터. SF와 퀴어
이론, 호러가 제각기 담겨 있다.” – 「뉴욕타임스」
*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작가의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숙제를 던지고 독자를 감동시킨
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데뷔작부터 퓰리처 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작가 카렌 러셀(Karen Russell)과
SF, 환상 소설, 공포와 미스터리 장르를 결합 시킨 단편 소설로 유명한 켈리 링크(Kelly Link)의
계보를 잇는다는 극찬을 받으며 올해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 결선에 오른 단편 모음집이다. 이
유명한 두 작가들과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갖추었다고 평가 받는 이
데뷔작은 총 여덟 편의 단편으로 구성되며,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여성의 신체, 몸을 덮친
다양한 폭력의 실상을 심리학의 영역과 공상과학 소설, 코미디, 호러, 판타지, 우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파격적으로, 어느 한 부분도 모호하지 않게 이야기한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기를 호러와 판타지의 요소를 접목시켜 여러 장르의 특성을 조합
하여 전하는 여덟 편의 이야기는 오싹하면서도 창의적이다. <남편의 바늘땀(The Husband Stitch)>
은 잔혹한 동화로 유명한 ‘녹색 리본을 목에 맨 소녀’의 이야기를 새롭게 변형시킨 단편으로, 원
작에서 죽는 순간이 되어서야 녹색 리본의 진실을 공개하는 주인공처럼 이 이야기의 아내 역시
목에 녹색 리본을 계속 매고 있다. 남편은 목의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관통하는 이 이상한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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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발 풀라고 간청하지만 아내는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감춰진 여성의 욕망, 사회가 여성의 신
체에 은밀히 요구하는 압박이 이 수수께끼 같은 리본의 실체와 함께 드러난다. <저장고
(Inventory)>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질환이 스멀스멀 온 세계를 덮쳐 인류 전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상황에서 과거의 성적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여성이 등장한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
온 시점에 섹스 경험을 정리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성과 성적 경험이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하고 자
아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엄마들
(Mothers)>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갖게 된 엄마들의 기묘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극
악무도한 자들(Especially Heinous)>은 총 열두 시즌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로 앤 오더(Law
and Order)’를 초자연적 존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드라마 주인공인 두 형
사는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 희생자들과 맞닥뜨리고, 무수한 도플갱어와 유령이 연이어 등장한다.
<진짜 여자는 몸이 있다(Real Women Have Bodies)>라는 특이한 제목의 단편에는 쇼핑몰 옷 가
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졸업 무도회용 드레스에서 우연히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
이 긴장감 넘치게 그려진다. 몸이 증발되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자신이 입은 드레스와 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미(美)에 관한 일반적 견해를 참신하게 꼬집는다. <여덟 개의
깨문 자국(Eight Bites)>에서는 말라야 행복해진다고 굳게 믿는 여성들이 위 절제술을 받은 뒤 전
혀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을 자신의 집 대문에서 마주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그려진다. 이들을
찾아온 손님은 바로 얼마 전에 내버린 신체의 일부로, 체중감량에 대한 여성들과 사회의 왜곡된
집착을 왠지 우습고도 서글프고 무서운 이야기로 담아냈다. <주민(The Resident)>이라는 제목의
단편에서는 어느 작가의 숲 속 별장을 찾아간 주인공이 이런저런 괴짜들과 마주친 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지경에 이르고, 지금껏 몰랐던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발
견한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에 끼치는 영향, 기억의 놀라운 영향력이 독특하게 그려진 이야
기다. 마지막 단편인 <파티에서 겪은 고충(Difficult At Parties)>는 성폭력을 겪은 여성이 그 고통
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다 엉뚱한 일을 겪는 상황이 등장한다. 소원해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회
복하려고 포르노를 켠 이 여성은 화면 속 배우들의 진짜 속마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희한한 경험
을 하고, 이 뜻밖의 능력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는다.
다양한 소재와 등장인물들의 독특하면서도 다채로운 사연들은 모두 신체, 특히 여성의 몸에 관
한 생각으로 귀결된다. 웃기면서도 우아하게, 그러나 흐릿하거나 불분명한 부분 없이 정체성의
혼란과 당연한 힘도 잃고 마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여성의 몸에 내재된 기이하고 독특한 특성을
드러낸, 개성 넘치는 데뷔작이다.

<저자 소개>
카르멘 마리아 마차도(Carmen Maria Machado)는 「그랜타」, 「뉴요커」, NPR, 「일렉트릭 리
터러처」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 문예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클라리온
(Clarion)에서 6주간 SF, 판타지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후 완성한 작품들로 네뷸라 상
후보, 휴고 어워드 후보에 선정되었으며 셜리 잭슨 상 후보, 칼비노 상 결승 후보에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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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이달의 우수 도서
* “사랑과 음악, 죽음에 관한 현대사회의 이야기. 연민과 인간애로 가득한 걸작. 독서의 순수한 즐
거움을 느끼기에 완벽한 책.” – 「커커스 리뷰」
* “작가는 종교적으로 편협한 행위들과 자본주의, 주인공의 놀라운 휴머니즘과 완전히 상반된 기술
발달을 세밀하면서도 심오하게 탐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북리스트」

어린 시절의 강렬한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그 방향대로 아무리 나아가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관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자신을 ‘패배자’라 생각한다. 일흔네 살, 파리에서 첼
로와 함께 살아온 줄스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 스스로
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그가 네 살이던 1944년, 나치는 프
랑스 국가 대신 바흐의 아름다운 선율을 첼로로 연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줄스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커서 군인이 되어 전우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던 줄스가 남
은 인생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만다는 맹세를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가장 아끼는
이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건만, 결
국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랑하는 아내 재클린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
났고 줄스의 외동딸 캐서린의 아이, 루크가 세상에 태어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백혈병을 앓고
있다. 더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가만히 이어 가고픈 강렬한 욕구를 뒤로 하고, 줄스는
어린 루크를 구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다. 그 방법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루크가 희미한 목숨을 붙잡으려면 어마어마한 치료비용이 필요했지만, 캐서린과 남편은 물론
교수로, 첼로 연주자로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줄스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었다.
아내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뒤 아침에 일어나 소르본 대학에 출근해서 첼로 수업을 하고 다시
아침에 갔던 길 그대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거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온 줄스는 부질없는 자
신의 목숨을 어린 손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타고난 첼로 연
주자이면서도 무대 공포증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 못했던 것도 뼈저린 후회로 남았다.
그렇게만 살았다면, 지금 루크의 치료비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타고난 작곡 실력도
그 명성을 타고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을 텐데, 이런 뒤늦은 후회가 줄스를 괴롭혔다. 열네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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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0년 동안 센 강에서 노를 저으며 단련시킨 탄탄한 신체도 무대 위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정신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했다. 고민 끝에, 줄스는 루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 수백만 유로의 보험금을 얻을 수 있는 보험 사기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고요했던 줄스의 일상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보험설계사 아르망과의 미묘한 심리전이 시작되
면서 천천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줄스가 ‘거대한 국제적 대기업’이라 칭한 기업에
서는 루크의 치료비 정도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는 급여를 제시하며 그에게 요상한 사업을 제안
하고, 각각 무슬림과 유대인인 두 명의 형사가 줄스의 수상쩍은 행적을 쫓는다. 그 와중에 죽은
아내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면서도 50살 어린 첼로 연주자 엘로디에게 15분 만에 강렬한 사랑을
느끼고 당혹스러워하는 줄스는 또 다시 나이가 자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에
게 마음을 빼앗기며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더이상 지루하지 않은, 뜨거운 감정들로 채워간다.
두 형사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줄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평생 절친한 친구
로 지낸 프랑소아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기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간다. 돈을 벌려다 미국까지 가
게 된 줄스는 그 낯선 땅이, 루크를 치료해줄 기술이 있는 곳이 무슬림의 테러 행위가 연일 기승
을 부리는 파리보다는 안전한 곳,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덜한 곳이라는 판단으로 딸의 가족을 모
두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일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가족을 지키고 말겠다는 열정 하나로 무모한 일에 뛰어든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와 더불어 오직 돈만 쫓는 현대 사회의 냉혈한 계산과 똑같이
돈을 쫓지만 그 목적이 너무나도 상반된 줄스의 가치가 자연스레 대조되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
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최첨단 기술과 무수한 갈등 속에
잊혀진 인간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크 헬프린(Mark Helprin)은 2006년 「뉴욕타임스 북리뷰」 선정 우수 소설로 선정된 베스트
셀러 소설 『Winter’s Tale』을 비롯해 『In Sunlight and in Shadow』, 『A Soldier of the Great War』,
『Freddy and Fredericka』 등을 쓴 작가다. 그가 쓴 작품들은 스무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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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여성에 관한 재미 있고 영리하면서 놀랍도록 사실적인 책.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치심과
평가, 시기심,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 – 저술가, 페미니스트 폴리 버논(Polly Vernon)
* “현명하고 위트 있는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독특하고 감동적이다.” – 「데일리 메일」

영어에서 암컷 소는 새끼를 낳기 전과 후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용
도’도 다르다. 영어 사전에서 ‘어린 암소’로 번역되는 ‘heifer’는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식용
가축이 주된 목적이고 이 책의 제목이자 얼룩덜룩한 몸을 연상케 하는 단어 ‘cow’는 새끼를 낳은
소, 그래서 우유를 공급하는 암소를 일컫는다. 작가는 여성을 이런 소의 일생에 비유하는 세상의 시
선에서 벗어나려면, 즉 고기나 우유를 제공하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책 서두에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미지, 질긴 고정관념과 다르게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다는 사실을 타라와 카밀라,
스텔라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는 타라는 모든 직장 여성들이
그렇듯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간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려고 남들보다 매일 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지난 3년간 병가 한 번 낸 적 없으면서도 일찍 퇴근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늘 직장
상사나 딸아이나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매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못마땅해하
는’ 고단한 일상을 꾸역꾸역 살고 있다. 일에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출
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남성 시청자를 우선시하는 방송계의 고질적인 문화나 직원 대다수가 남
성들인 직장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성들은 남성들
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도 곧잘 보지만 남성들은 조금이라도 ‘너무 여성적인’ 프로그램은 곧바로 채
널을 돌려버리고 그러면 방송국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축구 중계와 광고 수익의 타깃인 남성
시청자들을 잃는다는 의미이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든 ‘남자들이 볼 만한가’
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사내 정치에 심취한 남자 동료들은 타라가 일궈낸 성과를 가로채
거나 최소한 공동 성과로 만들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고, 선배들은 여자인 타라에게 지지 않으려고
매 순간 거드름을 피우거나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을 쉴 새 없이 드러낸다. 이
피곤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라가 노리는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남자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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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피부를 맞댈 남자, 삶에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남자가 꼭 필요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
이 벌어지면서 타라는 밖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신세로 전락한다.
유명한 사진작가 제이슨의 개인 조수로 일하는 스텔라는 ‘참 부럽다’는 제이슨의 가벼운 푸념에
화들짝 놀란다. 자신의 삶은 누가 부러워할 만한 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내내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5년 전 쌍둥이 자매였던 앨리스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도 유방암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텔라의 머릿속에는 유방암 유전자가 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겉으로는 아무
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죽은 앨리스의 페이스북 계정도 없애지 못하고 매일 그리워하며, 이렇게 쓸
쓸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지냈다.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아직
건강할 때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스텔라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줄 만한 남자를 찾기 시
작한다. 그러나 그 타깃이 제이슨이 되고, 공교롭게도 타라의 타깃과 겹치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인기 블로거 카밀라는 네 자매의 막내로 태어나 평생을 남들과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는
괴짜로 살아왔다. 블로그가 큰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여성이 꼭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강력히 반대하고, 아이 없이 섹스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
작한 후 수많은 지지자들을 만난 덕분이었다. 직접 그런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생각
한 카밀라는 스물여섯 살밖에 안 된 어린 남성을 일종의 ‘즐길 대상’으로 여기며 자유로운 연애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장난처럼 이어가던 이 연애로 덜컥 아이가 들어서고, 그간 펼쳐온 주장
대로 아이를 지우려던 카밀라는 중절수술을 거세게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뜻밖의 반응과 임신 사
실을 알아낸 인터넷 ‘친구’들이 최악의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린다.
술에 취해 전철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겨 삽시간에 인터넷
상에서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타라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집착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시도하는 스텔라, 그리고 임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장될 위기에 몰린 카밀라, 서로 모르는 사이
였던 세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각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각자가 처한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최고
의 기회가 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어진다. 과연 세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남
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던 세 여성이 맞이하
는 상반된 결말은 그 선택에 담긴 무게와 책임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재치와 감동, 유쾌한 웃음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골고루 담긴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다운 오포터(Dawn O'Porter)는 LA에서 칼럼리스트이자 방송인,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신체
이미지, 유방암, 게이샤, 일부다처제 등을 주제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 Paper
Aeroplanes」, 「Goose」 매거진에서도 작가로 활동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EYA NEWSLETTER
Wednesday, 25th, October, 2017

제목

: ALL WE SHALL KNOW

가제

: 당신이 알게 될 모든 것

저자

: Donal Ryan

출판사: Penguin Books
발행일: 2017년 7월 4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문학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불륜과 외로움, 배신의 자화상을 그린 탁월한 소설. 아일랜드의 위대한 전통인 비극 소설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작가다.” – 「가디언」
* “자기 희생과 속죄, 억제된 행복의 가능성을 커다란 연민을 담아 시처럼 우아한 문장으로 쓴 소설.
강렬한 감정을 느끼며 깊이 빠져들게 하는 심오한 이야기다.” – 「커커스 리뷰」

누구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다시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 2015년 런던 도서전에서 데뷔 소설로
‘EU 문학상’을 수상하며 유망한 신예로 떠오른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는 개인적인 후회에 그치지 않
고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지경에 처한 여주인공을 통해,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이 겨
우 잠재운 모든 후회까지 일깨워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숨을 쉬는 한, 계속
속죄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서른
세 살, 결혼 전이나 이후에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스킨십 한 번 해본 적 없는 멜로디가 열일곱
살 소년과의 하룻밤으로 임신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그녀의 머
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을 가만히 따라가며 비극 속에서 존재와 생존의 의미를 찾아가는 힘겨운 변
화를 순수하게 드러낸다.
세상과 거의 단절하고 나름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작은 부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집단,
일명 ‘여행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규모 공동체와 섞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어린 아이들
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 아이들은 부모를 따
라 떠돌다 우연히 만난 외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교육을 받는데, 멜로디
도 그런 교사 중 한 명이었다. 하룻밤 관계에 아이 아빠가 된 소년도 멜로디가 가르치던 학생이었
다. 남편 펫과의 결혼생활은 이미 10년째에 접어들고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한 공간에 머물지만
서로를 증오하고 멀리하는 서글픈 관계로 변해 있었지만 그것이 멜로디가 불륜을 저지른 이유는 아
니었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결혼을 하고 숱한 노력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은 사창가를 드
나들고, 불신과 미움은 커져가도 결혼 생활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고 멜로디는 남편이 한달 넘게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전날,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 왔음을 깨달았다. 아무도 몰래 큰 도시로 가서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나, 마음 속에서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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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이 서지 않는 사이 어느덧 임신 12주차에 접어들고 멜로디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아이 아빠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펫은 그날 밤 바로 떠나버
렸고, 홀로 남은 멜로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기가 벌인, 앞으로 벌이게 될 수많은 일들을 생
각하며 우두커니 빈 집에 남겨진다. 이야기는 임신 12주째부터 멜로디가 아들을 낳는 40주차까지,
일주일 단위로 일기처럼 이어지면서 멜로디의 머릿속 생각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남편과의 첫 만남
과 연애, 결혼생활, 어릴 적 엄마아빠의 이야기와 열네 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아버
지의 삶, 멜로디에게 지난 세월 내내 트라우마로 남은 브리디 플린이라는 친구에 관한 기억까지, 모
두 지나간 것 같지만 짙은 후회를 남긴 일들이 무작위로 떠오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자책
과 폐쇄적인 아일랜드 작은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이 더해져 멜로디는 반복해서 죽음의 유혹을
느낀다. 착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너무 놀라 무너질 것이 두려워 차마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견디던 멜로디는 이미 어딘가로 떠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 아빠의 책을 돌려주기 위
해 ‘여행자들’이 모여 지내는 곳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친구를 만든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
혼 위기에 시달리는 메리 크로세리라는 젊은 여자였다.
메리는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과감히 종지부를 찍으려 결심하
지만 가족들마저 ‘여행자들’ 무리 내에서 한창 권력 다툼에 몰두한 상황이라 그런 메리의 생각에 전
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절망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친다는 점에서 서로가
같은 처지임을 깨달은 멜로디와 메리는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고, 메리는 두려움과 죄책감, 후회에
수시로 몸부림치는 멜로디를 굳세게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멜로디는 철없던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등을 돌린 후 자살한 브리디에게 죄를 갚는 기분으로
메리를 챙기고, 가르치고, 돌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내면은 서로의 힘으로
차츰 평온해지는 반면 메리의 가족들과 멜로디의 주변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은 나날이 거세지다 급
기야 피로 얼룩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 나약하지만 때로는 잔인할 만큼 이기적인 두 여성이 서로에
게 기대어 얼룩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비극적 드라마를 통해 독특하게 그린 특별
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도널 라이언(Donal Ryan)은 2015년 런던 도서전에서 EU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데뷔소
설 ≪The Spinning Heart≫는 2012년 ‘아일랜드 도서상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가디언」
데뷔 소설상을 수상하는 한편 맨 부커 상 후보에 올랐다. 2013년에는 ‘Guardian First Book
Award’를 수상했다. ≪The Thing About December≫는 ‘케리 그룹 아일래드 올해의 소설(Kerry
Group Irish Novel of the Year)’ 최종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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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Y: A Novel by Lisa Halliday
Simon & Schuster US (editor: Ira Silverberg) - 6 February 2018 / Granta UK
(editor: Bella Lacey) - 1 March 2018
World rights with The Gernert Company (Chris Parris-Lamb)

US rights sold to S&S in a two-book deal, at auction • 8 Foreign Deals •
UK & BC rights to Granta at auction • Halliday is a 2017 Whiting Award
winner

Told in three distinct and uniquely compelling sections, Asymmetry explores the imbalances that
spark and sustain many of our most dramatic human relations: inequities in age, power, talent,
wealth, fame, geography, and justice. The first section, “Folly,” tells the story of Alice, a young
American editor, and her relationship with the famous and much older writer Ezra Blazer. A tender
and exquisite account of an unexpected romance that takes place in New York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Iraq War, “Folly” also suggests an aspiring novelist’s coming-of-age. By contrast,
“Madness” is narrated by Amar, an Iraqi-American man who, on his way to visit his brother in
Kurdistan, is detained by immigration officers and spends the last weekend of 2008 in a holding
room in Heathrow. These two seemingly disparate stories gain resonance as their perspectives
interact and overlap, with yet new implications for their relationship revealed in an unexpected
coda.

A stunning debut from a rising literary star, Asymmetry is an urgent, important, and truly original
work that will captivate any reader while also posing arresting questions about the very nature of
fiction itself.

Lisa Halliday grew up in Medfield, Massachusetts and currently lives in Milan, Italy. Her work has
appeared in The Paris Review and she is the recipient of a 2017 Whiting Award for Fiction.
Asymmetry is her first novel.
•

Sold to: Granta (UK & BC), Gallimard (France), Atlas-Contact (Netherlands), Hanser

(Germany), Feltrinelli (Italy), Alfaguara (Spain), Politikens Forlag (Denmark), Domingo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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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SYMMETRY

가제

: 비대칭

저자

: Lisa Halliday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7년 8월
분량

:

-

장르

: 소설

작가를 꿈꾸는 20대 여성과 입국을 거절당한 청년, 전혀 다른 듯 묘하게 닮은 두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비대칭’이라는 제목에 담긴 이 책은 두 소설의 내용도 문체도 아
주 다르지만, 차례로 읽다 보면 두 이야기 사이에 미묘하게 형성된 연결고리가 느껴진다. <어리석
은 짓(Folly)>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는 20대 앨리스는 나이가 할머
니와 비슷한 연배인 노작가를 만나고, <광기(Madness)>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설에는 2008년,
런던 히스로 공항에 붙들린 아마르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는
미국 뉴욕에 살고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다는 사
실과 입국 심사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아마르가 이라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접점을
찾는다. 그러나 드러나는 공통점은 시작에 불과하다.
앨리스가 남자를 만난 곳은 ‘미스터 소프티’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
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머리가 하얗게 샌 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에
앉았다. 앨리스는 책 하나를 들고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 괴로워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도 직
접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앨리스가 읽던 책에 관심을 보였고,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흥미로운 시선을 던졌다. 앨리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
만 남자가 옆에 앉을 때부터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마 그 공원을 지나
는 사람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스물다섯 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하
는 앨리스가 일하는 사무실 복도에도 남자의 사진과 사진기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 퓰리처 상
을 몇 번이나 받은 그 유명한 작가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앨
리스와 몇 번 더 마주친 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거대한 건물에 자리한 남자의 집은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남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물잔부터 건네며 마시라고 했고, 다짜고짜 앨리스
의 가방 검사부터 했다. 유난히 큰 침대와 뉴욕의 하늘 풍경이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그 은밀한
남자의 거처에서, 두 사람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앨리스를
‘인어’라 부르기 시작한 남자는 고급 버건디 색 가죽 지갑에 이어 시계, 향수 등 갈 때마다 선물
을 안겨주었고, 건강 문제로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와인과 쿠키를 매번 앨리스를 위해 준비했다.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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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과 부당한 현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살이의 도박 같은 덧없음
두 번째 이야기, <광기>는 아마르가 로스앤젤리스에서 탄 비행기에서 내려 히스로 공항에서 끝
없는 질문에 시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국 심사원은 아마르가 영국에 단 이틀만 머물 것이고,
해외특파원으로 와 있는 알래스테어 블런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
다음 일정까지 묻기 시작했다. 아마르는 이스탄불로 가서, 디야르바키르 주를 거쳐 이라크의 쿠
르드 자치구에 들어갈 거라고 순순히 대답했다. 거기에 형이 있기 때문이다. 심사원은 이라크를
방문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캐물었고, 아마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졸업
논문을 다 썼으니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고 대답했다. 전공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
마르를 보내주지 않았다. 영국에 와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 취업비자로 와서 인턴으로 일
한 적이 있다고 하자, 왜 여권에 도장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여권이 망가지는 바람에 새로 바꿔
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급기야 이틀간 영국에 머문 뒤 이스탄불로 돌
아가는 비행기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전자티켓이라 아직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마르는
완전히 수상한 인물로 찍히고 말았다. 2008년의 마지막 주말을 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할 처지
가 되고 만 것이다.
앨리스와 아마르,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 부당한 일들과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어느 순간 연장선상에 놓인 것처럼 공통점이 느껴지는
두 소설은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가끔은 얼
마나 도박 같은 덧없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지 잔인할 정도로 또렷하게 그려낸다.

<저자 소개>
리사 할리데이(Lisa Halliday)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런던의 출판 에이전시 ‘와일리 에이전
시(The Wylie Agency)’에서 근무했다. 2005년에 발표한 첫 소설 『Stump Louie』은 「Paris Review」
에도 소개됐다. 현재는 밀라노에 살면서 프리랜서 에디터 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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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 DOING HARM

가제

: 여성을 병들게 한 의학

(부제 : 부적절한 의학, 게으른 과학으로 소외되고 오진과 질병에 시달리는 여성들)

저자

: Maya Dusenbery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의학, 건강

*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바바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의 뒤를 이어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진실을 파헤친 정보서
* 남성중심 의료체계에 가려지고 망가진 여성들의 건강을 고발한 책

“예민해서 그래” 여성이 두통이나 소화불량처럼 큰 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강
이상을 호소할 때 주변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날’
이라서 혹은 그날이 가까워져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 후 출산을 마친 여성들은
“애 낳고 나면 원래 여기저기 아파.”와 같은 말을 수시로 듣는다. 당연한 결과, 어쩔 수 없는 일
로 치부되는 이런 추측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일까? 왜 남성들과 똑같은 증상이나 질병이 나
타나도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질까? 미국에
서 페미니즘 저술가로 활약해온 저자는 수십 년간 남성 중심의 시스템이 당연시되어온 의료계의
왜곡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시각이 여성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 책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한다. 심장 질환부터 자가면역 질환, 정신 질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부터 이
미 치우쳐진 기준으로 진행되어 여성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림자를 드리운 차별의 시선으로 여성들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악화되고 만 충격적인 결과를 낱낱이 고발한다.
미국에서는 신약 개발 연구를 비롯한 건강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 여성 피험자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는 법률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결
국 법이 제정되기 전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만성 통증과 알츠하이머, 자가면역 질환의
환자 비율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조사로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은 놀라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증 질환도 이런 상황이니,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통과 같이 ‘꾀병’ 취급을 받기 십상인 질병은 여성 환자가 70~80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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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를 차지하는 상황이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질병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 약물에 대한 반응과 동일한 질
병에 나타나는 증상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요인도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결과가 속속 밝혀져
왔지만 의학계는 여전히 ‘체중 70 킬로그램의 백인 남성’을 진단과 치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증상과 질병이 쉽게 외면당하고 만성 질환을 만성 투덜거림 증후
군 정도로 우습게 여겨지는 동안 점점 악화된 여성의 건강과 실태를 의료계 안팎은 물론 미국 전
역에서 만난 여성들의 실제 사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책에서 상세히 밝힌다. 모두
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부. 묵살되고 무시되고 거부된 사실들: 구조적 문제
1장. 지식의 격차
2장. 신뢰의 격차
2부. “남성 모형” 체계에서 투명인간이 된 여성들
3장. 심장질환
4장. 자가면역 질환
3부. 외면당한 질병: “진짜 고통은 남들이 이 고통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5장. 만성 통증
6장. 이브의 저주: “정상적인” 통증
7장. 반박당하는 질환
결론

<저자 소개>
마야 두센베리(Maya Dusenbery)는 수상 경력이 있는 웹 사이트 ‘Feministing.com’의 편집장
이자 강연가,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Reproductive Health)’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미

생식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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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ART OF REST
가제: 휴식의 기술
저자: Claudia Hammond
출판사: 발행일: 2020년 1월
분량: 장르:

건강

* 휴식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법으로 잘 쉬는 법
* 과학자, 역사가, 심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세계 각국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효과가 확인된
‘휴식 테스트’와 활용법을 소개한 책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머릿속이나 마음속은 도통 편하게 쉬지 못한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혹사시킨다 싶을 만큼 거칠게 운동
할 때 정신이 가장 맑아지고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그리
고 어떻게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일까? 한가로이 유유자적하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
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쁘게 사는 것이 훈장처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휴식을 찾고 누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쉬어야 할 때 충분히, 잘 쉬지 못해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휴식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정된 기회,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쉬고 싶은 현대인들을 위해 기발한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
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마음의 엄청난 잠재력과 한계를 분석해온 BBC 라디오 프로그램 <All in the
Mind>와 20세기 이후 밝혀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소개해온 동 방송사의 프로그램 <Mind
Changers>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휴식 테
스트’를 소개하고, 전 세계 135개국 1만 8,000여 명이 참여한 테스트 결과로 종합한 가장 효과적
인 휴식 방법 열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고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등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 생체 리듬과 무관하게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겨우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잠을
자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이것저것 시도하다 더 큰 피로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휴식 방법이 효과적인지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 여러 과학자들과 역사가, 심리학자, 시인,
예술가가 포함된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휴식 테스트’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BBC 라
디오4와 BBC 월드 서비스와 합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된 이 연구에는 135개국 1
만 8,000여 명이 응답자로 참여하여 휴식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등극했다. 휴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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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인가? 몸이 쉬는 것과 마음이 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할 때 쉬고 있다고 느
끼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이 중심이 된 이 조사 결과와 신경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밝혀진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휴식 방법을 소개하고 어떻게 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히 이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휴식의 결핍 / 휴식의 사례 / 휴식 테스트
1. 정원 손질
2. 창의적인 예술 활동
3. 향긋한 차(또는 커피) 한 잔
4.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5.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6. 마음챙김
7. TV 보기
8. 몽상
9. 목욕이나 샤워하기
10. 충분히 걷기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클라우디아 해몬드(Claudia Hammond)는 BBC 라디오 등에 출연해온 방송인이자 저술가로
심리학 분야에서 강연을 이어 왔다. 서섹스 대학교와 서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영국
심리학 협회가 수여하는 ‘Public Engagement and Media Award’를 비롯해 영국 신경과학 협회의
‘Public Understanding of Neuroscience Award’ 등 대중에게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친근하게 소개
해온 업적을 인정 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Emotional Rollercoaster』와 2013년 영
국 심리학회 선정 우수 대중과학서 『Time Warped』, 전 세계 10개국과 판권이 체결된 『Mind
Over Mone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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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HINA AT WAR

가제

: 중국의 전쟁

저자

: Hans Van de Ven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중국)

* 1937년부터 1952년까지 중국을 뒤흔든 일본과의 전쟁과 내전, 한국 전쟁의 역사
* 혼란의 시기를 지나 신(新) 중국과 현대 동아시아가 탄생한 과정

중국에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저항 전쟁’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 명칭대로, 신
중국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이자 중국의 오랜 문명을 없애버리려는 거대한 적들과 맞서 중국 국
민들이 똘똘 뭉쳐서 견뎌낸 사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영국
도 2차 대전을 현대 사회의 지정학적인 구조는 물론 도덕적 기준까지 재정립한 필수불가결한 과
정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중국의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마오쩌
둥 시대가 지난 뒤 중국은 작은 지역 단위로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지난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 바람이 몰아쳤다. 덩샤오핑의 권력이 힘을 얻기 시작
한 198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는 이 ‘저항 전쟁’에서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려진 진실이 묵혀진 기록들을 토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2차 대전 전후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중일전쟁, 내전의 복합적인 의미를 재
평가한다.
1937년 노구교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작은 충돌에서 시작된 중일 전쟁부터 1953년 한국전
쟁이 끝날 때까지 20세기 중반 중국 대륙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진 외부 세력과
의 갈등과 중국 내부의 국민당과 공산당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고, 그 원인과 결과는 거대
한 퍼즐처럼 제대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2차 대전에서
중국의 놀라운 단합이 돋보였다고 자평하지만 저자는 일본과의 전쟁 당시 중국은 나라의 미래를
두고 서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인 정치 세력들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고 도를 넘은 싸움이 각
도시와 시골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처참한
결과는 중일 전쟁 못지 않게 커다란 변화를 이끈 씨앗이 되었고 이는 중국과 다른 세계와의 관계
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자는 안팎으로 첨예하고 거대한 갈등이 이어진 이 시기의 역
사에 주목하여 당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국주의를 종결시
키는 한편 지역 중심국가로서 중국의 입지를 회복시킨 과정을 추적한다. 미국도 바로 이 변화 속
에서 동아시아 정치에 거센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
다. 또한 국제사회의 전쟁 방식과 시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핵무기 개발에 못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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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유도했고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
와 함께 저자는 중국 공산당이 전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된 과정과 중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중일 전쟁에 끼친 영향, 중국 혁명의 도화선
이 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조명한다.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생략된 20세기 중국 역사를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다시
쓴 역사서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이다.

<목차>
머리말
1부. 나라를 걸다
1. 장제스: 중국을 구한 인물
2. 국가의 건립
3. 난징, 난징
4. 전쟁을 향해
2부. 중대한 사건들
5. 상하이 전투
6. 시간과 공간의 거래
7. 통치체제의 변화
8. 공산주의 전쟁
3부. 엄중한 시험
9. 전쟁과 연합군
10. 전환점
11. 일본의 항복
(이하 생략, 총 4부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한스 반 드 벤(Hans van de Ven)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중국 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19~20세기 중국 역사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Breaking with the Past』, 『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 『From Friend to Comrade』 등이 있으며 2012년 ‘군사역사
협회’ 선정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에세이 『The Battle for China』를 공동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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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ECIDE

가제

: 성공하는 선택

(부제 : 똑똑하게 일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표본이 되는 법)
저자

: Steve McClatchy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4년 2월 3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개개인의 힘이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하는 책. 저자의 조언을 따르면 계
획 수립과 시간 활용, 타인과의 관계에 곧바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리더십 코치,
베스트셀러 『Break Your Own Rules』의 공저자 메리 데이비스 홀트
*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잘 맞추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
는지 보여준다. 산업 분야나 조직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
용적인 지침서다.” – 하버드 교육대학원 커리어 서비스국 대표 발레리 수튼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느낄 때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서’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아이스크림과 과자와 사탕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골라 입고 나가 놀
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아이들은 그런 상상만으로 모든 걸 마음
껏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부터 진로와 직업을 정하는 것처럼 중대한 일까지 정말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유에 반드시 뒤따르는 ‘책임’의 무게에 잔뜩 움츠러들고 만다.
직장에서 다 큰 어른들은 계획대로 안 된 업무의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쁘고 정치인들은 줄줄
새어나간 세금과 온갖 부작용을 낳은 정책의 책임을 다른 정당, 다른 정치인에게 따져 묻느라 매
일 시끌시끌하다. 하지만 과감한 결단이 없다면 발전도 없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이런 책임 전가
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에서는 관리자는 물
론 실무자의 크고 작은 선택이 작게는 개인의 직업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좌우하고 크게는 한 개
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모두가 원하는 결말, 즉 생산적으로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세계적
으로 명망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온 저자는 이 ‘의사결정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와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
한다. 사업 성공을 위한 갖가지 복잡한 지침을 다 생략하더라도 의사결정 잘 하는 법만 알면 성
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각자 조직의 상황
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바뀌어야 할 핵심 요소로 꼽은 것은 일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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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정하는 방식과 계획을 세우는 방식,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잘못된 상태인지 진단하는 기회와 더불어, 저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훨씬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제공한다. 이메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끝을 맺지 못하고 뭐든 질질 끄는 습관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 불필요하게 낭비
하는 시간을 즐겁게 없애는 법,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한 업무 계획 등 실제 업무 상황에서 많
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효과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인간의 두 가지 동기: 이득과 고통을 피하는 것
2장.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 에너지 소진을 막고 균형을 찾아라
3장. 결과를 생각하며 우선순위 정하기
4장. 에너지와 동기: 자신의 것을 취하는 방법부터 결정하라
5장. 시간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삶에 주는 영향
6장. 월간, 주간, 일일 계획
7장. 방해요소 관리하기
8장.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준: 시간 관리
9장. 실행 전략

<저자 소개>
스티브 맥클래치(Steve McClatchy)는 영업, 영업 관리 분야에서 일하다가 ‘Alleer Training
and Consulting’을 설립하고 자기계발과 처세 관련 컨설팅과 강연, 교육, 저술 활동을 활발히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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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GUTSY GIRL HANDBOOK

가제

: 배짱 있는 여자로 사는 법

저자

: Kate White

출판사: Grand Central Life & Style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새로운 세대 직장 여성들에게 대담성과 투지를 강조하는 특별한 자기계발서
* 험난한 업무 현장에서 기죽지 말고 성공을 향해 과감히 돌진하도록 이끄는 아홉 가지 핵심 전략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수많은 통계로 입증되었다. 주
요 일자리에서 평균 연봉에 남성과 별 차이가 없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
이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다. 직장 여성은 늘어났지만 관리
자로 승진하는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낮고, 승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관리직 남성들에 비해 연봉
이 크게 낮다. 미국에서는 전체 CEO 중 여성의 비율은 4.2 퍼센트에 불과하고 연봉이 가장 높은
일자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퍼센트라는 최근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 두꺼운 유리천
장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 회사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23년 전,
『 착한 여성이 제자리에 있을 때 배짱 있는 여성이 발전하는 이유(Why Good Girls Don't Get
Ahead but Gutsy Girls Do)』라는 커리어 계발서로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베스
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저자는 당시 제안한 아홉 가지 전략을 현대 사회에 맞게 수정하여 보이
지 않는 가림막과 유리 천장을 여성이 직접 부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성과 남성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
장 생활에서는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 가령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혹은 매년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대부분의 여성들이 별 반박 없이 수용하고 그래야만
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스스로 떠올린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연봉을 올려
달라고 하는 건 자기만 알고 돈만 밝히는 사람 같아 보일까 봐, 취업난이 이렇게 심한데 일자리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니까, 말해봐야 조금 더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몇 푼 더 얻자
고 괜히 미운 털 박힐 위험을 감내할 필요는 없으니까 등등 영 틀린 생각은 아닌 이유들이 줄줄
이 따른다. 저자는 이런 고분고분한 태도는 늘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일종의 콤플렉스에서 비롯
된 것이며 먼 곳을 보지 못한 안일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라는 대로, 주는 대로 고개를 끄
덕이고 자신의 능력을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알아봐주기를 기대하는 태도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절
대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꼭 1등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로만 쭉 지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마저 깨질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배짱 있는 여자 되는 법’은 절대 동료를 배신하
거나 밟고 올라서고 남들을 속이고 몰래 내 것만 챙기는 전략이 아니다. 규칙을 전부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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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례하게 굴라는 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려고 몸을 웅크리는
대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표출하는 것, 현실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야망을
품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커리어를 발
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배짱의 의미이다. 저자는 이전 저서에서 이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아홉 가지 전략을 요즘 직장 문화와 조직 구조,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배짱 있
게 자신의 성공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1. 배짱 있는 여자는 크게 논다 – 규칙 좀 깨면 어때
2. 배짱 있는 여자는 제대로 유명해질 수 있는 일을 택한다 – 그리고 겁 없이 덤빈다
3. 배짱 있는 여자는 서둘러 해치우는 법을 안다
4. 배짱 있는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외모가 우선시되면 안 되지만)
5. 배짱 있는 여자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줄 안다(그럴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6. 배짱 있는 여자는 위기를 감수한다(그것도 많이)
7. 배짱 있는 여자는 걱정하느라 진 빼지 않는다(그리고 문제와 당당히 직면한다)
8. 배짱 있는 여자는 자기 능력을 활용할 줄 안다 – 그리고 늘 준비한다
9. 배짱 있는 여자는 배짱 있게 상사로, 리더로 활약한다
10. 배짱 있는 여자의 인생 지침

<저자 소개>
케이트 화이트(Kate White)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스릴러 소설 시리즈와 『 I
Shouldn't Be Telling You This』, 『Snag the Promotion』, 『Create the Career You Deserve』 등
자기계발 분야 저서를 썼다.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매거진에서 14년간 편집장으로 일
하면서 판매부수를 총 30 퍼센트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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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FIRE ON ALL SIDES

가제

: 불안의 불길

저자

: James Rhodes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8년 1월 1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회고록

*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도저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디는 방법을 실제 경험과 풍자
적 유머, 클래식 음악과 함께 버무린 에세이이자 처세서

현대인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거의 쉴 새 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역
꾸역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아무리 애써도 멀쩡한 겉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다른 곳으로 신경을 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지옥과 같다. 폭력,
학대, 누군가의 죽음, 이혼, 가난, 이별, 질병 등으로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
지 않지만 마음 속에 피가 철철 흐르고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가만히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사
람들에게도 사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그것
이 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낳는다. 저자는 우울증,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 위험천만한 고통을 둘러싼 세상과 평범한 사람들의 깊은 오해와 불신을 깨뜨리고 견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어릴 때부터 바로 그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저
자의 경험을 토대로, 날카로운 유머와 절대적 위안이 되어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의 힘을 빌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요령을 알려준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바로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지만
어른이 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체득한다. 일정한 범
위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을 견딜 수 있지만, 씻어내거나 지우거나 가릴 수 없는 기억이 마
음속을 잠식하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감정을 ‘통제’하
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상대방이 빨리 답을
하지 않거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나올 때, 나를 거절하고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말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접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참거나 적당한 선에
서 대응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그런 상대방도 자신도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감정이 활활
타오를 때, 내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을 견뎌내야만 할 때 우리는 무
엇으로 그 불길을 가라앉혀야 할까? 최소 열여덟 가지가 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만큼 그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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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내면의 불길에 완전히 전소되기 직전까지 가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다시 음악과 만나
5개월간 투어 공연 겸 여행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널뛰는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던 순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방법을 가만히 일러준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
장 사랑하는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며 느낀 생각들, 음악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함께 지금도 홀
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견디는, 자신과 같은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 우리를 계속 살아가
게 만드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저자의 일기이자 생존 기록이다.

<목차>
콘서트 연주 목록 1번 – 바흐 전주곡 C 장조
콘서트 연주 목록 2번 – 쇼팽 환상곡 F 단조
콘서트 연주 목록 3번 – 쇼팽 환상 폴로네즈
콘서트 연주 목록 4번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10
콘서트 연주 목록 5번 –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Op. 32/13
콘서트 연주 목록 6번 – 푸치니 오페라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미카쇼프의 연주
콘서트 연주 목록 7번 – 글룩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멜로디’

<저자 소개>
제임스 로드(James Rhodes)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빠져 살다가 런던 길드 홀 음악 연극
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었으나 에딘버러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1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고 피아노를 관둔 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다시 피아
노를 치면서 건강을 회복한 그는 피아니스트로, 저술가로,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
신의 삶을 돌아본 회고록 『Instrumental』는 평단의 호평을 받고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