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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A DARK SKY

가제

: 깜깜한 하늘 아래

저자

: Lori Rader-Day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8년 5월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스릴러

* 데뷔 이후 미스터리 소설로 큰 호응과 호평을 받아 온 작가의 신작 - 밀실 살인 미스터리
* “로리 레이더 데이는 너무 심하게 재능 있는 작가라 짜증나서 미칠 것 같다. 너무 불공평하다!” –
에드가 상 수상작 『The Long and Faraway Gone』 의 작가 루 버니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이든은 반 년이 넘는 시간을 그 충
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든의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 빅스와의 추억과 예고 없이 떠나간 충
격만 가득해서, 누구와 언제 만나 무슨 얘기를 하든 자동으로 빅스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다. 장례
식을 마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이든의 심정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주던 사람들이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든도 느낄 수 있었다. 걱정하며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해오던 사람들도 연락이
뜸해졌다. 오직 단 한 사람, 빅스의 어머니만이 하루 종일 이든의 하소연과 슬픔을 받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여가도 취미도 삶에도 전부 흥미를 잃고 사는 스스로에게 이든 역
시 지쳐갔다. 이 끈질긴 추모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 시간이 흘러가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든은 큰 계기가 될 만한 기회를 발견했다. 빅스가 죽기 전, 결혼 10주년을 맞아 이든을 깜짝 놀
라게 해주려고 예약해둔 숙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집에서 네 시간 정도 떨어진 호숫가
별장이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살던 이든은 빅스가 마치 사과라도 하듯 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며 홀
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기분전환을 하고, 남편을 실컷 추억한 뒤 털고 일어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빅스가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렸다고 생각하고 떠난 여행인데 왠 고급 자동차 한 대가 세
워져 있을 때부터 불길한 조짐이 느껴졌다. ‘다크 스카이 파크’ 안에 자리한 이 큼직한 별장을 통째로
빌렸다고 생각한 커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는 직설적인 여자 파리스와 그녀에게 꼼짝 못하
는 순한 남자 데브와 언쟁을 벌이다 공원 사무국을 찾아간 이든은 빅스가 대여한 것이 집 전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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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본관에 딸린 별채라는 소식을 접한다. 현관과 욕실은 따로 있지만 주방과 거실을 함께 써야 하
는 구조였다. 게다가 갓 대학을 졸업했다는 커플의 친구들 네 명이 추가로 올 예정이었다. 여섯 명의
낯선 사람과 일주일을 보낼 순 없다는 생각에 이든은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빅스가 죽은 뒤
생겨난 이상한 공포증, 바로 밤과 어둠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이든은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
로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어둠을 무서워하면서 ‘어두운 밤 하늘’ 풍경이 아름다운 공원에 온
것 자체가 큰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든이 막 출발하려는 찰나 두 커플의 친구들이 속속 도
착한다. 서글서글한 청년 말로이와 그의 여자친구 힐러리, 그리고 동창 사이라는 샘과 마사였다. 이든
의 사연과 예약에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리스나 데브와 달리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말로
이와 힐러리 덕분에 이든은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딘가 빅스와 닮은 구석이 있는 말로이는 하루
만 머물면서 같이 밤 풍경을 보자고 제안했고, 주저하던 이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이상, 자꾸 소극적으로 굴지 말자는 다짐도 다시 솟아났다. 힐러리를 제외하고 서로 오랜 친구
들이라 어색할 것 같았지만 서른 다섯인 이브와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했던 그 밤은 결국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공동 거실에서 밤 늦도록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먼저 별채로 돌아온 이든은 옷도 갈아입지 않
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다. 쿵쿵, 둔탁한 소리에 살짝 잠이 깼을 때 얼핏 보이는 창 밖은 이른 새벽
이었다. 겨우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일어나 현관을 열자 조금
떨어진 본관 문이 열리고 데브가 뛰어 나왔다. 그런데 문 바로 옆 주방 바닥에, 피가 잔뜩 묻은 손이
보였다. 이든이 누가 비명을 질렀냐고 물으며 그 쪽으로 다가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말로이
가 목에 드라이버가 꽂힌 채 눈을 뜬 채 죽어 있고 바닥에 흥건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옆에 말로이의 티셔츠를 걸치고 쓰러진 여자친구 힐러리가 비명의 주인공이었다. “왜! 대체 왜!” 적막
속에서 힐러리의 고함 소리만 울려 퍼졌다.
공원 근처에는 마을도 없고 관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과도 제법 거리가 있었으니, 범인은 분명
여섯 명 중에 있었다.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그저 철없이 노는 친구들인 줄 알았던 이들
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거듭되는 거짓말과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혼돈 속에
서 이든은 뻔뻔한 살인자를 찾아야만 한다. 해가 지면 불빛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로
계속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이든은 과연 이 냉혹한 킬러를 찾을 수 있을까? 애거서 크리스티의 밀실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흥미진진한 인물 구도, 긴장감 넘치는 사건 전개가 마지막 장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흡입력 있는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리 레이더 데이(Lori Rader-Day)는 ‘스토리 스튜디오 시카고(StoryStudio Chicago)’에서 미스터리
소설 쓰는 법을 가르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뷔작 『The Black Hour』로 2014년 앤소니 상
(Anthony Award) 최우수 데뷔소설 부문을 수상하고 메리 히긴스 클락 상(Mary Higgins Clark Award) 결
승 후보에 올랐다. 두 번째 소설인 『Little Pretty Things』는 2015년 커커스 리뷰 선정 ‘가장 압도적인 범
죄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발표한 『The Day I Died』도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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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카탈루냐어,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6개 언어권 번역, 출판 계약 체결
* “정치 스캔들 뒤에 교묘히 숨겨진 계략, 그리고 정의와 특권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압도적인 소설.” – 「북리스트」
*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마음을 잡아 끄
는 놀랍고 멋진 소설이다.” – 베스트셀러 『Our Endless Numbered Days』의 작가 클레어 풀러

이튼 스쿨, 옥스포드 대학교를 거쳐 마흔 살 초반에 영국 내무부 차관으로 활약하는 잘 나가
는 정치인 제임스 화이트하우스가 지저분한 스캔들에 휘말린다. 국회 조사관으로 자신의 사무실
에서 함께 일하던 스물여덟 살의 금발 미녀, 올리비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여기까지
는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잊을 만하면 신문 1면을 도배하는 추문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리비아가
제임스를 강간 혐의로 정식 고발하면서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남녀 사이는 부부든
연인이든 두 사람만의 일이고, 심지어 그 내밀한 관계의 당사자인 두 사람도 각자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각종 사건
들 중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아주 민감하고 용의자의 윤곽이 잡히는 순간부터 살인범 못지 않은
비난을 쏟아내지만, 그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지면 일제히 공격을 거둬들인다. 게다가
그 당사자가 제임스처럼 전도유망한 정치인이라면? 심지어 그 스캔들이 있기 전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착실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면? 제임스의 아내 소피는 불륜은 불륜일 뿐
남편이 강간범이라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 확신한다. 그러나 올리비아의 변호인이자 성 범죄 전
문 법정 변호사인 케이트는 사건을 맡은 직후 제임스가 추악한 강간범임을 깨닫는다.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산 아내,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 거짓말을 일삼던 숱한 데이트 성폭행범들을 수도
없이 만나온 변호사,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이 서 있을까?
아침 일찍 여섯 살, 아홉 살짜리 아들과 딸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제임스를 보면서 소피가
유독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느낀 그 날, 제임스는 감당하기 힘든 고백을 했다. 친구
들과의 저녁 약속까지 취소해야 할 정도로 늦게 퇴근한 그는 국회 조사관이자 자신의 비서이던
올리비아와 바람을 피웠다고 소피에게 털어놓았다. 다 끝난 일이고, 그저 욕구를 풀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는 남편을 보면서 소피는 마음 속 깊이 묻어 두었던 지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20대 초반, 두 사람이 옥스퍼드에 함께 다니던 시절의 사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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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게 반해 연인이 되었지만 제임스의 멍청한 실수로 결국 헤어져야 했던 그 일이 떠올랐다. 20
여 년이 지난 지금, 한 나라의 정치와 중요한 결정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리는 듬직한 정치인
이 된 지금 제임스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뛰놀던 20대 철없는 청년 시절 소피에게 지어 보였던
그 난감하고 불쌍한 표정을 똑같이 짓고 있었다.
마흔 둘, 미혼에 혼자 일만 하며 살아온 법정 변호인 케이트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이다. 법
정에서 오가는 무수한 거짓 진술들과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용의자 혹은 피해자를 옹호해야만
하는 검사들, 변호사들 틈에 섞여 살면서도 케이트는 항상 켜켜이 쌓인 베일 뒤에 놓인 진실, 판
결문에 반영되지 못한 진짜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려고 애써 왔다. 때로는 그 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져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의
사건은 단순히 진실을 찾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가 일하는 내무부의 최고 수장이자 영국
정치의 대표자인 국무총리가 열세 살 때부터 제임스와 딱 붙어 다니던 절친한 친구였고 비서와의
스캔들쯤으로 그 소중한 친구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심지어 제임스의 변호를 맡은 변
호인까지도 그가 올리비아에게 행한 짓이 엄연한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지만,
그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은 온갖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두툼한 정치적 보호막들로 인
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트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임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로 각오를 다진다.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케이트
자신의 오랜 상처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학 시절 끔찍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소설은 소피와 케이트, 제임스의 시선과 사건이 일어난 현재, 1990년대 말 옥스포드 대학 시
절 이야기가 번갈아 이어지며 각자의 내면과 현재로선 상상하기 힘든 과거의 사건들이 조금씩 드
러난다. 치열한 법정 다툼을 그린 드라마이자 결혼과 신뢰, 배신, 권력과 모든 것을 아주 쉽게 거
머쥐는 특권층의 놀라운 뻔뻔함, 그로 인한 무거운 대가를 치밀하게 분석한 이야기는 사실적인
묘사로 읽는 내내 우리의 호기심을 붙잡아 놓는다.

<저자 소개>
새라 본(Sarah Vaughan)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11년간 가디언 기자로 일한 뒤 소설가로 데뷔했다. 첫 번째 작품 『The Art of Baking Blind』는 총
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6년에 출간된 소설 『The Farm at the Edge of the World』는 독일과 프
랑스에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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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STORYTELLER'S SECRET

가제

: 스토리텔러의 비밀

저자

: Sejal Badani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3월 27일
분량

: 412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 50만권 이상 판매된 소설 『TRAIL OF BROKEN WINGS』의 작가가 선보이는 신작
* 가족의 뿌리를 찾아간 인도에서 할머니의 놀라운 과거사를 발견하는 저널리스트의 이야기

세 번의 유산과 부부간의 모든 대화가 오로지 임신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국한된 긴 시간 동
안 금이 가기 시작한 결혼생활.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남편 패트릭은 따로 나가서 살 원룸을 구
했고 그런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붙잡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자야는 엄마아
빠가 있는 집으로 향한다. 결혼 직후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부모님은 자야가 거듭 유
산의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었지만, 그 날은 어딘가 이상했다. 자야의 별거 소
식은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엄마는 잔뜩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서도 한 입도 삼키지 못할 만큼 우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중에야 자야는 아빠로부터 엄마가 멀리 떨어져 사는 외삼촌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귀띔으로 들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사실 엄마는 자야가 아주 어릴 때부터 투명한
막에 둘러싸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아빠와 달리 인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고, 자야가 외삼촌이 두 분이나 있다는 걸 안 뒤로도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나 소식은 전혀 전하지 않았다. 아빠가 보여준 외삼촌의 편지에는 인도에 살아 계신
자야의 외할아버지가 크게 아파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우리 형
제들도 인도를 떠난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네 생각을
지지한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도 함께였다. 대체 왜 엄마와 외삼촌들은 고향집을 외면하게
된 걸까? 수십 년이 흘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할, 혹은 꺼내기 싫은 과거라는 게 존재할까? 유산
과 별거로 앞으로 나아갈 곳을 잃은 자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질을 발휘하여, 엄마가 알려주지
않는 과거를 직접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늘 궁금했지만 가려져 있던 옛 일들이 뚜렷해지길, 그래
서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자야의 여행은 뜻밖에도 엄마는 물론 자야의 내밀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어디로 갈지 몰랐던 미래
를 열어준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인도인이지만 인도를 처음 방문한 자야는 첫 날부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느낀다. 뉴욕에도
골목마다 대로변마다 거지는 많지만 인도의 거지는 상상을 초월했다. 어떻게 가려도 피할 수 없
는 악취, 향신료의 냄새,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혼잡하게 오가는 사람들, 동물들과 그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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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는 뿌연 먼지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자야는 서서히 인도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낯
설어서 느낀 두려움이 조금씩 가시자 더 알고 싶고 더 익숙해지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일어났
다. 그러나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할아버지가 대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라비와의 만남이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이었다. 평생을 할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보필해온 그는
자야를 친딸처럼 반기며, 엄마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한다.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고, 안타까운 이별, 오해가 얽힌 놀라운 이야기였다.
자야의 외할머니는 영국군이 인도에 주둔하던 시절, 피부색도 눈 색깔도 전혀 다른 군인과
사랑에 빠진다.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이자 시장에도 출마할 만큼 주민들, 정치인들의 신망이 두
터웠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의 외도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는, 절대 알려져
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치부가 되었다. 명예와 명성이 삶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에게 지쳐 진심으
로 마음을 나눌 사람을 갈구했던 할머니는 스티븐이라는 이름의 그 군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몰래 딸을 낳았다. 자야의 엄마였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군인에게도 감춘 채 숨어 지내던 할머니는 정말 사랑했던 스티븐이 자신
을 떠났다는 오해에 괴로워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로 취급 받던 자야의 엄마는 할아버지와 재혼한 양어머니로
부터 다시는 눈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집을 떠나야 했다. 라비를 통해 이 모든 사연
을 들으며, 자야는 모두 그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린 선택들이 여러 사람에게 얼마나 깊
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떠올리며 마음 아파한다. 외할머니가 스티븐에게 버림 받았다고 오해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낀 라비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듣고 자야는 아
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절망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할머니
와 엄마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자야의 다친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독여준다.

<저자 소개>
세잘 바다니(Sejal Badani)는 변호사로 일하다 소설가로 전향했다. 아마존 킨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소설 『TRAIL OF BROKEN WINGS』는 전자 책과 실물 도서를 통
틀어 50만 권 이상 판매되고 ‘굿리즈 소설 상(Goodreads Fiction Award)’ 최종 결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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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JADE CITY

가제

: 옥의 도시

저자

: Fonda Lee

출판사: Orbit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소설/ 판타지 범죄 스릴러

* “야망 넘치는 집안과 죄책감이 깔린 러브 스토리에 액션이 가미된 대서사시. 전형적인 홍콩 갱스터
영화의 느낌이 판타지 소설 속 대도시와 결합되어 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상상력으로
꽉 채워진 이야기다.” – 휴고 상, 네뷸러 상, 월드 판타지 어워드 수상자, 『The Grace of Kings』의
작가 켄 리우
* “섬세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판타지 범죄 소설을 넘어 더욱 특별한 소설이 된 이야기.” – 휴
고 상, 로커스 상 수상 작가 엘리자베스 베어

옥이 전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 케콘 아일랜드와
이 특별한 섬의 중심 도시 잰룬을 무대로 한 두 집안의 뜨거운 격전이 판타지 소설과 화려한 액션
의 요소가 결합된 박진감 넘치는 3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진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완성된 ‘제이드
시티’는 시대가 변하면서 급격히 교체되기 시작한 도시의 문화만큼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잰룬의
두 집안, ‘노 픽’과 ‘마운틴’의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이들의 오랜 갈등과 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YA SF 소설로 이름을 알린 작가는 20세기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대결을 무술 유단자답게 생생한 액션 장면들로 가득 채워 더욱 흥미진진
하게 그린다.
옥이 전사의 힘을 북돋아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곳은 전부 파헤쳐
지고, 정식으로든 암시장에서든 엄청난 값에 거래되고, 옥을 차지하기 위한 절도와 폭력 사건이 끊
이지 않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사태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잰룬은 ‘그린 본’ 전사들 덕분에
겨우 평화를 찾았다. 사람들은 옥만 소유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
각에 불과하다. 명예로운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옥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고 이를 자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바
로 그 유전자를 지닌 카울 센이 ‘노 피크’ 부족의 수장을 맡으면서 옥을 쟁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갈등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장이 된 카울 센의 아들, 카울
랜은 노 피크의 전설로 남은 부친만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섞인 존경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단단
히 결속되어 있던 조직 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들처럼 타고난 전사
의 유전자를 지난 또 다른 부족, ‘마운틴’은 카울 센의 권력으로 잰룬 시의 정치와 경제를 모조리
거머쥔 노 피크 부족의 기세에 어쩔 수 없이 짓눌려 있었지만 도시를 쟁탈하겠다는 야망은 결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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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지 않았다. 부친보다 못한 아들, 카울 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노 피크 부족이 흔들리는 기
미가 느껴지자마자 때를 기다리던 마운틴의 수장, 아이트 마다시는 마침내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한
다. 목표는 하나. 노 피크 부족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움켜쥔 옥을 빼앗아 잰룬 시는 물론 케
콘 섬 전체를 손 안에 넣는 것이다. 조상들이 힘겹게 만든 평화인 줄도 모르고 나태한 생활과 권력
을 휘두르는 일에만 심취해 있던 노 피크의 차세대 젊은 전사들은 마운틴 부족의 공격과 맞닥뜨리
자 쩔쩔 매며 허둥댄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일. 각자에게 주어진 전사의 기술을 적극
발휘하여 가족을 지켜내야만 한다.
카울 랜의 동생으로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도시의 수석 행정관 자리에 오른 카울 힐로는 다혈
질에 충동적인 인물이지만 형을 도와 균열이 찾아온 조직 내부를 단단히 결속시키고 호시탐탐 옥을
훔치려는 외부 세력들을 쫓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특별한 유전자로만 만들어질 수 없는 진정한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일도 카울 힐로의 몫이
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기계가 도시에 속속 유
입되고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 옷가지들, 문화가 잰룬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아버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노 피크 부족이 독점한 옥을 노리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의 시
도 역시 그칠 줄 몰랐다. 신기술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한 마운틴 부족은 특별한 유전
자가 없어도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옥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옥을 갖기 위한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른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거지는
전통과 새로운 사고체계의 갈등, 대대적 공격을 준비하는 마운틴 부족에 맞서 카울 집안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부>와 <왕좌의 게임>, <와호장룡>의 매력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특별한 이
야기가 저마다 허점을 지닌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폰다 리(Fonda Lee)는 YA 소설 『Zeroboxer』, 『Exo』로 명성을 얻은 캐나다 출신의 작가
다. 무술 유단자이자 기업 사업 기획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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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 NO FRIENDS BUT THE MOUNTAINS

가제

: 산악 지대 분쟁의 역사

저자

: Judith Matloff

출판사: Basic Books
발행일: 2017년 3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역사, 지리, 사회과학

* “끈질긴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산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문화가 형
성된 과정을 탐구한 책. 명확하고 독창적인 저자의 생각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담겨 있다.” –
『The Revenge of Geography』의 저자 로버트 D. 캐플란
* “지혜와 공감을 마술처럼 조합하여 주제에 접근하는 저자의 방식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 - 「북리스트」

험난한 고산 지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전체 인구 중 10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역 분쟁과 유혈 갈등은 대부분 이 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극단적인 불균형은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까?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성향을 보유한 것일까? 해외 특파
원으로 20년 이상 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수 세대에 걸친 갈등을 취재해온 저
자는 생활 여건이 결코 좋지 않은 지역, 일년 내내 거의 같은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악 지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 불균형적인 반목과 불화의 근원을 분석한다. 부당한 권력의 영향을 피하
고 고대부터 전해진 고유한 문화를 세계화가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의 극심한 변화로부터 지켜내
기 위해 산으로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낮고 평평한 곳에 사는 우리가 절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담겨 있다.
고원 지대, 특히 험준한 산을 본거지로 삼은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갈등이 유독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저자는 그들의 문화와 갈등의 특성, 이유를 밝히고자 11만 6,000 킬로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수년에 걸쳐 여행했다.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콜롬비아 안데스 산
맥을 비롯해 알바니아 북부 디나르알프스, 멕시코 남부 시에라마드레 산맥, 네팔 히말라야, 자치
공화국인 체첸과 다게스탄에 인접한 코카서스 산맥 북쪽,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
맥, 노르웨이 링겐 알프스, 그리고 피레네 산맥과 스위스 알프스에 이르는 대장정은 목적지마다
오랫동안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은 심각한 불화의 역사와 현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수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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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유혈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알바니아, 멕시코에서 결성된 저항적 정치 결사 단체인 사파티
스타 민족 해방군, 토지 소유권과 평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수백 년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고대 마야의 후손들, 네팔 인구의 2.8 퍼센트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역에
살면서 귀중한 수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라이족까지, 저자는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직접 목격한 고된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처절한
현장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리고 똑같은 산악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 평화와 통합을 유
지할 수 있었던 스위스 알프스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폭력의 역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확립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본다.
세계의 극단에 해당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의외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고원 지
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의 상황을 전한 특별한 여행기이다.

<목차>
지도 목록
머리말. 극심한 문제
1. 일대일: 디나르알프스
2. 우리 땅은 우리의 것: 시에라마드레
3. 무익한 우위를 점한 사람들: 안데스
4. 고통 받는 사람들: 히말라야
5. 산의 엉겅퀴: 코카서스
6. 존재론적 국경: 카슈미르
7. 계곡의 신과 언덕의 신
1부 – 그린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2부 – 링겐 알프스
8. 숙영지(안분지족): 피레네 산맥, 스위스 알프스

<저자 소개>
주디스 매틀로프(Judith Matloff)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의 편집을 맡고 있다. 20년 동안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기사를
제공했다. 저서로는 『FRAGMENTS OF A FORGOTTEN WAR』와 『HOME GIR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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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FIGHT

가제

: 싸워라

(부제 : 이기고 진 싸움에서 얻은 교훈)
저자

: Hazel Gale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8년 3월 2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킥복싱 월드 챔피언, 복싱 국가대표를 지내고 심리 치료사가 된 저자가 전수하는 자신과의 싸움
에 숨겨진 원인, 가장 무서운 적인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인지 최면요법

암, 심장질환 등 심각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술을 계속 퍼 마시거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들을 보면 왜 저렇게 스스로를 괴롭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무리하
게 운동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뻔히 비난 받을 일인 것을 알고도 뚜렷한 목적
없이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
로 만들어준 재능도 많지만, 자기파괴 기술과 능력 또한 불필요하게 우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
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기는커녕 강력한 힘에 끌려 자기 파
괴적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한다. 한때
복싱과 킥복싱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인지 최면요법’이라는 심리치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선
도하는 전문가로 변신한 저자는 인간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
다. 아무 득도 되지 않을뿐더러 해가 되는 행동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저자는 정신 작용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
물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과 영향력을 이
해하고 통제해야 그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무의식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떠오른 인지 최면요법을 소개하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각종 자료들
을 토대로 효과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소개한 건강 지침서다.
나이나 성별,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
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엇나가는 마음을 제어하느라 애를 먹는다. 내면에서 거세게 충돌하
는 상반된 생각,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바닥 나는 번아웃
상태는 모두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찾아 해결해야 벗어날 수 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생각 중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라면, 큰 목표는 물론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실패
하거나 아무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비현실적이고 성공에 아무 도움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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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생각들을 몰아내려면 뇌에서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처음부터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 최면요법과 꾸준한 훈련을 거쳐 스스로를 인정하고, 유익한 생각이 자연스레 피어
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단언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인지
진화 #1 – 자기 파괴적 행동 깨닫기
1장. 마음: 내적 갈등 이해하기
2장. 괴물: 믿음의 힘, 그리고 괴물의 탄생
3장. (불)안전 지대: 자기 파괴적 행동 이해하기
4장. 욕구: 무의식적인 애착, 소망에서 발생하는 문제
5장. 신기루: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불능 효과
2부. 힘
진화 #2 – 괴물과 마주하기
6장. 피해의식: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방식과 이유
7장. 통제: 자율권을 갖는 법
8장. 자율권: 마법으로 괴물을 쓰러뜨리는 법
3부. 실행 (9-12장으로 구성)
4부. 목적 (13-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헤이젤 게일(Hazel Gale)은 킥복싱 월드 챔피언, 복싱 국가대표와 유럽 ABA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 출신으로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번아웃 상태를 계기로 인지 치료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런던에서 인지 최면요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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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LITERARY TOUR DE FRANCE
가제: 프랑스 출판의 역사
저자: Robert Darnton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2월
분량: 376 페이지
장르: 역사(프랑스)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프랑스 혁명 시대, 복제와 국경을 넘나 들며 불법 유통이 성행하던 무법천지 출판 시장의 흥미진
진한 이야기를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책

“상업 분야 중에 책 장사만큼 용납할 수 없고 아무 보람도 못 느끼는 일도 없다.” 여러 번 읽
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말은 1700년대 후반, 프랑스의 어느 책 상인이 실제로 한 말이
다. 지금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개선되어 누군가의 창작물, 특히 출판물을 마음대로 복제
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프랑스 혁명 시대 프랑스의 출판 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인쇄업자, 제지업자, 잉크 만드는 사람, 서점이나 행상에게 책을 배달해
주던 사람, 창고지기 등 조금이라도 출판과 책 유통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었
다. 사람들이 원하는 책이면 원작자의 허가고 뭐고 상관없이 마구 복제해서 불법 밀수까지 자행
하며 팔았던 혼란의 시대였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교수이자 도서관장이자 오랫동안 프랑스 문화
를 연구해온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위스 뇌샤텔의 한 출판사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18세기 프랑스 도서 산업과 책을
중심으로 한 대중 문화의 특성을 들려준다.
2014년 발표한 저서 『Censors at Work』를 통해 현재의 도서 제작과 출판 방식을 예리하게 지
적한 저자는 수십 년간 스위스 ‘뇌샤텔 인쇄협회’가 보유한 고문서를 면밀히 연구했다. 연구 목적
은 책이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 판매되고 어떤 책이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 받았는지, 특히
루소의 저서와 같은 계몽적인 책이나 종교 서적, 포르노,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종교와
관련된 3류 도서 등에 대한 호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뇌샤텔
인쇄협회 소속 도서 판매원이던 장 프랑소아 파바지라는 인물이 남긴 일기 형식의 기록에 주목한
다. 1778년에 프랑스 전역의 서점을 방문하며 책을 공급했던 그의 기록을 통해, 당시 도서 유통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다는 뜻밖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출판업자들은
타인의 창작물을 아무 거리낌없이 복제했고 파바지의 주된 업무 중 하나도 복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고르는 일이었다. 프랑스 국경 너머에서 만들어진 책은 어떠한 구속이나 제약 없이 수
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배송되고, 당시 국왕의 유통 억제 방침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밀수도
엄청나게 성행했다. 책을 공급받아 팔고도 제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업자들도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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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저자는 파바지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벌어진 출판과
도서 유통의 실태를 낱낱이 살펴보며 리옹, 보르도, 디종 등 그가 거쳐간 도시들로 독자를 안내
한다. 단순한 기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짚어주는 저자
의 통찰력이 곳곳에 발휘되어, 비전문가는 물론 심도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와 학자들
도 18세기 프랑스 출판 문화에 관한 자료를 만족스럽게 획득할 수 있다.
책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기와 절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던 시대의 단상을 보여
주는 블랙 코미디이자 일반 대중에게 문학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책의 세계
1. 뇌샤텔: 우리의 주인공
2. 퐁타리에: 밀수, 국경을 오간 거래
3. 론르소니에: 가게 확장
4. 부르앙브레스: 도서 판매와 수금
5. 리옹: 사업가와 해적
6. 리옹: 내수용 밀수품
7. 아비뇽: 물물교환
8. 님, 몽펠리에, 마르세이유: 남부에서 벌어진 생존 투쟁
9. 툴루즈, 보르도, 라로셸, 푸아티에: 먹고 살기 힘든 남서부 지역
10. 루덩: 행상과 미세 확산 방식
11. 블루아, 오를레앙, 디종: 프랑스 중심지역의 상류층과 하층민 전문 시장
12. 브장송: 한창 물 오른 도서 시장
13. 뇌샤텔: 문학적 수요에 관한 총정리
결론: 문학의 생명

<저자 소개>
로버트 단튼(Robert Darnton)은 하버드 대학교 역사교수이자 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Great Cat Massacr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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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OMADLAND

가제

: 집 떠난 사람들의 땅

저자

: Jessica Bruder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7년 9월 19일
분량

: 302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독일 번역 계약 체결
* 반스 앤 노블스(Barnes & Noble) 선정 2017년 가을 우수 신인작가(Discover Great New Writers),
파웰스 북스(Powell's Books) 2017년 9월의 도서로 선정
* “자신감과 투지, 지략, 회복력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만난 이야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심어주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 「라
이브러리 저널」

매달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잘못된 소비습관이나 경제 개념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이 열심히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지출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 대출
금, 자동차 할부금, 남아 있는 대학 등록금은 기본이고 결혼 후 자식이 생기면 기본 지출액이 급
격히 늘어난다. 미국에서는 한정된 돈을 여기저기 쪼개서 버겁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감히 벗어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연령대도 사회경제적 배경도 다양하
지만 대부분 머리가 하얗게 센 50-6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차를 집으로 삼아 일자리가 있는 곳
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새로운 ‘유목’ 인구가 생겨난 것이다. 은퇴 후 여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은 사실 자진해서 그런 삶을 택한 경우가 별로 없다.
저자는 스스로를 ‘집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노숙자(홈리스)라는 표현보다 ‘주택이
없는 사람(하우스리스)’이라 칭하는 이 독특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 전역을 함께 돌아다니며 바로
옆에서 체험한 신 유목민의 삶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 역시 낡은 RV 차량을 집으로 삼아 여
행용 트레일러나 밴 등 각양각색 차량에 몸을 싣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과 캘리포니아 국립공
원의 야영지부터 텍사스 주에 위치한 아마존닷컴의 대형 물류창고, 노스다코타 주의 비트 농장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함께 지낸 기록에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궁지에 몰려 택한 이들의 생활 방식이 의외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
다는 뜻밖의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다.
저자가 만난 길 위의 노동자들 중에는 대학 교수 출신의 학자를 비롯해 맥도날드에서 부사장을
지낸 사람, 대학 행정관, 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칵테일
을 만들던 웨이트리스이자 홈 디포 매장 직원을 거쳐 건축업자로 일하다 신 유목민 대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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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린다 메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남다른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바로
곁에서 관찰한다. 모기지 사기나 실직, 부득이한 치료비 때문에 생긴 빚더미, 이혼, 알코올 중독
등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길 위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절망보다는 버거운 각종 생활비에
시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유를 즐긴다. 모두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사막 한가운데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문득 밀려온 우울한 감정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험난한 바깥 생활에서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남기 위한 팁을 공유하고 도와줄 일
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자는 누군가에게 가장 비참해 보일 수 있는 길 위의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 본연의 순수한 동기와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억지스러
운 희망보다는 땀 흘리는 노동과 인내 뒤에 비로소 모두가 바라는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는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목차>
1부.
1. 틈새에 등장한 숙소
2. 결말
3. 미국에서 살아남기
4. 도피 계획
2부.
5. 아마존 마을
6. 모임 장소
7. 차가 집이 된 사람들과의 만남
8. 헤일런
9. 비트 농장에서 겪은 잊지 못할 순간들
3부.
10. H로 시작되는 그 말
11. 귀향
맺음말: 코코넛이 된 문어

<저자 소개>
제시카 브루더(Jessica Bruder)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하위 문화와 전체 경제에서
가려진 그늘에 놓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왔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기사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는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Burning Book』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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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PAST LIFE PERPECITVE

가제

: 전생을 보면 현재가 보인다

저자

: Ann Barham

출판사: Atria/Enliven Books
발행일: 2016년 6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심리학

* “저자가 고객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놀라운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인간 존재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정신 세계, 영혼이 인간의 형태로 체현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트랜스퍼스널 컨설테이션 그룹(Transpersonal Consultation Group) 소
속, 수전 스콜라스티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전에 이 땅에 살다간 적이 있다거나, 심지어 그 횟수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
지만 전생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점술
이나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초자연적 힘을 믿는 건 고사하고 헛소리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전생
이 존재한다거나 실제로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황된 거짓말로 치부하기도 한다. 상담
치료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적 고통에 귀를 기울이다 ‘전생 퇴행 요법’이라는, 다소 낯선 심리치
료 방식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 직접 목격한 저자는 이 책에서 전생과 전생
치료요법을 둘러싼 세상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나열하며 주장을 펼치는 대신 합리적인 이유와 객관적 자료를 들며 조목조목 제시
하는 저자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전생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차치하고서라도, 주로 최면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한 사
람의 전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마련이다. 저자는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이 자꾸 튀어 나오거나 아무 이유 없이 특정한 감정에서 헤
어나지 못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버리거나 해소되지 않는 습관과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
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생을 체험한 뒤 실제로 많은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한다. 이 책
에는 저자가 상담한 고객들이 최면 상태에서 한 말을 거의 있는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과 이 특별
한 체험 전후 당사자가 경험한 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점술가의 경우 고객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점술가가 혼자 보고 전달하는 반면 전생 퇴행요법은 모든 이야기가 고객 자신에게서 나온다
는 점, 실제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상담자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하는 고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어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격렬한 감정 반응이 수시로 관찰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고객이 구술하는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무
엇보다 기왕 지어낼 거라면 아주 멋지고 화려한, 듣는 이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야기가 더 많아

EYA NEWSLETTER
Wednesday, 1st, November, 2017

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그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저자는 고객들이 체험한 전생의 신빙성보다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현 시점에서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평가하면서 자연히 수년간 괴롭히던 문제에서 벗
어나는 등 현재의 삶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고,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로 충분히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심적 고통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개인적인 고민은 물론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유, 새의 목적과 같은 훨씬 더 넓은 존재론적 탐구에도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뉴에이지를 넘어 주류로 향하다
2장. 3501, 전 괜찮아요
3장. 중대한 문제
4장. 메디치 가 사람들과의 산책
5장. 새로운 방향으로
6장. 어느 작가의 슬럼프
7장. 별난 수도승
8장. 전생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9장. 삶은 고통의 연속
10장. 분별력을 잃다
11장. 형편 없는 여행자 이야기
12장. 보너스로 얻은 점 하나
(이하 생략, 총 26장, 결론, 부록 A-D로 구성)

<저자 소개>
앤 바햄(Ann Barham)은 캘리포니아 주 공인 결혼·가족 문제 치료사이자 국제 퇴행요법협회 소
속 전생요법 치료사이다. 산타클라라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수년간 전통적
인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전생 퇴행요법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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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제

: ONE KISS OR TWO?
: 완벽한 인사법을 찾아서)

가제

: 반갑다고 키스까지?

저자

: Andy Scott

출판사: Gerald Duckworth & Co Ltd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분량

: 308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날카로운 통찰력과 덩달아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호기심, 따뜻한 유머가 담겨 있다. 우리에게 우리
가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주는 책.” – 베스트셀러 『Watching the English』의 저자 케이트 폭스
* “인사 뒤에 이토록 무수한 거짓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저자는 바로 그 점
을 능수능란하게 입증해 보인다. 단순한 에티켓에서 벗어나 역사이자 진화, 뇌 기능에 관한 이
야기” –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심리학 교수 크리스 프리스

누군가와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야 할 때, 말보다 먼저 나오는 행동은? 바로 머리
를 가볍게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 한참 어린 꼬마에게는 ‘안녕’하고 짧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보통은 비슷한 또래에게도 처음에는 목례를 하고 말을 시작한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행동이,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인사로 느껴질 수 있다. 서양인이 우리에게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거나 “Hello!”라고 하는 대신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하면 되려 우리가 놀라듯이, 나라마다 문
화마다 독특한 인사 방식이 분명 존재한다. 영국 정부 소속 정책가로, 외교관으로 아시아, 아프리
카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방문해본 저자는 자연스레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인사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저자의 조사는 어디서부터, 왜 나라마다 개성 있는 인사
방식이 생겨났는가에 관한 심도 깊은 탐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
아주 머나먼 옛날,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전에는 분명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몇 안 되는 인
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반가움을 표현하려다 당혹감
이 앞설 만큼 그 방식이 제각기 달라졌을까? 과연 ‘완벽한’ 인사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사실
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할 때 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역사, 전통, 기원은 물론 전체적
인 바디랭귀지의 의미와 진화, 신경과학적인 해석과 인류학적, 진화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까
지 총망라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앗살라무 알라이쿰(평화가 깃들기를)’ 한 마디면 환한 미소로 화답을 받을 수 있고 남성들은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치며 악수하는 수단 사람들, 나이가 더 어린
쪽이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며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짤막하게 박수를 치는 나미비아 사람
들부터 이제는 널리 알려진 마오리 족의 코 비비는 인사 방식은 물론 누군가 자기 집에 오면 바
닥에 침을 퉤 뱉는 케냐 마사이족,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때리고 화답으로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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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어느 에스키모 부족까지, 저자가 직접 보거나 체험한 기상천외한 인사 방식부터 영장류 학
자인 제인 구달, 영국의 에티켓 전문 코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료로 확보한 인사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만남에서 오가는 것이기에 어쩌면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 각지의 인사 법을
한 번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에티켓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 차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역사와 문화, 사회를 한꺼번에 공
부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지뢰밭과 다름 없는 세계
2. 인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3. 여왕을 맞이하는 법, 그리고 에티켓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술
4. 바디랭귀지에 관한 매력적인 과학적 사실들, 완벽한 악수 기술을 찾기 위한 여정
5. 로마에서
6. 중요 부위를 움켜쥐는 인사 방식과 인사의 진화적 기원
7. 모두 마음의 문제
8. 침팬지를 깜박했네요
9. 백 투 더 퓨처, 혹은 용감무쌍한 신세계?
그럼 이만!

<저자 소개>
앤디 스캇(Andy Scott)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보낸 뒤 2009년부터 영국 정부의 국무조정실 전략 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리비아, 수단에
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뒤 UN 인도지원조정국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현재는 영국 정부 소속
분쟁 조정·안정화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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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업데이트: YOU PLAY THE GIRL(여성은 배역이 아니다) by Carina Chocano: 매체리뷰
Undoubtedly one of the biggest news stories of 2017 will be the outing of Harvey Weinstein as a predator and the
ensuing explosion of conversation about the abuse of power that goes on not just in Hollywood, but in many
industries,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many voices taking part in the commentary and analysis but I can't help
but highlight that of Carina Chocano whose recent piece in Rolling Stone magazine explore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true cultural shift.
You know from our previous mentions that in her book YOU PLAY THE GIRL, Carina deeply engages with how
women are portrayed in various cultural forums and media and sadly the themes from her work are more relevant
than ever. Sarah Burnes, one of the great feminists not only of book publishing but in general, is Carina's agent.
Harvey Weinstein and his ilk are not unique to the US, but their international influence begin here. If there are
editors in your midst looking for a sharp, eye-opening work by a terrifically smart woman who lives and works in
Hollywood's back yard and is highly-equipped to to provide fresh context on these recent events and what they
could mean in the future, look no farther. Check out the coverage below, and our previous mentions below
that. 2nd pass pages attached.
Forgive the use of this evolving and upsetting news story to wave the flag for one of authors, but Carina's voice is
worth hearing so if you haven't recently, it's well worth a revisit.
YOU PLAY THE GIRL by Carina Chocano
Houghton Mifflin Harcourt in the US / Virago in the UK
World rights with The Gernert Company
One of Amazon's "Best Books of the Month: Nonfiction"
One of iBook's "Best Books of August"
One of Publishers Weekly's "Books of the Week"
"Carina Chocano's You Play the Girl reads like a war cry. With dazzling clarity, her commentary
exposes the subliminal sexism on our pages and screens."—O, THE OPRAH MAGAZINE
"If Hollywood's treatment of women leaves you wanting, you'll find good, heady company in
Carina Chocano's essay collection, You Play the Girl. Why, Chocano asks, does the ingenue have
to choose between marriage and death?"—ELLE
"In Carina Chocano’s whip-smart new book You Play The Girl: On Playboy Bunnies, Stepford Wives,
Train Wrecks, & Other Mixed Messages, she analyzes the 'girls' of pop culture across the decades,
from Bewitched to contestants on The Bachelor (and its fictional counterpart, UnREAL) to the
princesses of Frozen. Through cultural commentary mixed with personal reflections, Chocano
explores the ways on-screen women have influenced her life and the way she sees the world.
A-."—ENTERTAINMENT WEEKLY, "Best New Books"
"Brilliant and insightful...You Play the Girl stands apart from others in the genre [...] by dissecting pop
culture through the lens of a mother watching her young girl try to make sense of the world. The result
is a heartfelt look at the complicated messages women receive, and argues that gut feelings about
these messag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Chocano persuades the reader that the media we
absorb around us does matter, and shapes how we feel about ourselves. And she deftly shows how
books, TV, and film that have been labeled “empowering” for women [...] often have hidden
agendas."—PLAYBOY
“The cultural formulas that Chocano identifies are frustrating, but her readings don’t deny them
their fun…In the tradition of a long line of women writers, Chocano wants to make sense of this
sort of enchantment and understand what kind of education it is offering up, and to whom.”—NEW
YORK TIMES BOOK REVIEW
"Chocano's book is funny and exasperating and full of revelations and epiphanies...If being a
woman means being obligated to play a game you can't win because the rules keep changing
(and not arbitrarily), Chocano's book is something you'd be behooved to read while you catch your
breath between rounds of disorienting blows to the head."—LA WEEKLY
"Pop-culture critic Carina Chocano’s smart, colorful, and compelling collection of essays, You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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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rl, unpacks the ways movies, TV, and advertising sculpt perceptions of who and what women can
and cannot be. Chocano achieves the right mix between personal essay and clear-eyed criticism,
between high culture and low (discussion of Virginia Woolf leads into the 'Ghostbusters' reboot and
the attendant trolls). We get a sense of her formative pop-culture experiences ('The Philadelphia Story';
'Bewitched'; 'Flashdance') as well as dips into feminist history and the tension between being yourself
and being a person people are comfortable with. 'You could choose to be a person or you could choose
to be loved,' Chocano writes. It is not a pessimistic collection, but it shows that the myths and
narratives of female identity are still in place and largely shaped by men."—THE BOSTON GLOBE
"If you're ever at a party with author and former BUST columnist Carina Chocano, sit down next
to her. In her first book of essays, the pop-culture critic tells her story of girlhood through the lens of the
films and TV shows that made her realize she never actually wanted to play 'the girl'...Chocano's life
advice doubles as a recommendations list....What makes Chocano so enjoyable to read is that, for
better or worse, she revels in what she watched as a kid, and she'd like other women to do the
same."—BUST
"Pop culture critic Carina Chocano understands that how women are represented in movies, TV shows,
books, memes, and music is reflective of how they’re treated in real life. That’s the driving force of
her witty essay collection...In You Play the Girl, Chocano examines everything from Pretty
Woman to Frozen to I Dream of Jeannie, and makes it clear that although women are bombarded with
imagery that may be warped, we have the fortitude to dictate who we are outside of who we’re told to
be."—BITCH MAGAZINE, "10 Books You Must Read in August"
"Chocano brings to bear her experience as a widely published journalist and critic (of books and film) in
this collection of essays examining what it has meant to be the 'girl' through decades of pop culture,
from Playboy magazine to Thelma and Louise to Frozen. It's not exactly news that women are most
often relegated to secondary character status - reactors rather than actors - but Chocano's mix of
memoir, humor, and insight nevertheless strikes chords."—OMNIVORACIOUS (The Amazon
Book Review), "The Best Nonfiction of August"
"'The girl' is not something that Chocano will abide without a fight, which is exactly why she's written
the book on why it's time for the trope to retire. You Play The Girl rattles the cage of how female
characters have long been typecast within inherently sexist plot lines. Over the pages of Chocano's
essay collection, she digs into the stories we’re used to seeing Hollywood produce, year after ear,
and applies a critical lens to the subject matter that will make you, dear reader, see it in a way
that you never have before."—REFINERY 29
"In You Play the Girl: On Playboy Bunnies, Stepford Wives, Train Wrecks, & Other Mixed Messages,
Carina Chocano expertly dissects the identity of 'the girl.' Chocano shows us how from the second
we’re born, we’re told what girls are and aren’t — and how those messages shape our identity whether
we want them to or not. Come for the pop culture references, stay for the deep discussion about
how complex women actually are IRL vs. on the screen."—HELLO GIGGLES, "8 new memoirs
that you need on your nightstand"
"Longtime arts critic Carina Chocano's incisive, hilarious, and timely take on the depiction of women
and girls in pop culture manages to be both deeply personal and universally relevant. With keen
insight and biting humor, Chocano assesses the relative impact of various female archetypes—and
delivers an explosive critique of sexism and the power of mass media. You Play the Girl: On Playboy
Bunnies, Stepford Wives, Train Wrecks & Other Mixed Messages is like a long talk with your
smartest, most impassioned friend."—iBOOKS, Best Books of August
"Chocano draws out brilliant insights from across the decades...witty and
sharp...[Chocano] weaves her observations into a fascinating history of women’s economic and
social progress."—THE SUNDAY TIMES (UK)
"Whip-smart...Remarkably comprehensive and enjoyably associative, the essays move quickly
from the haunting performances of French actress Isabelle Adjani to The Real Housewives of Beverly
Hills, Bewitched, and I Dream of Jeannie as allegories for the potential of powerful women to 'wreck
civilization'...Incisive and witty...these essays will appeal to anyone interested in how women’s
stories are told."—PUBLISHERS WEEKLY, starre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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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ano] interweaves relevant personal stories from her childhood and adult experiences with
and entertaining and insightful review of female characters from the last 50 years of pop culture,
including television, film and literature. Chocano not only looks back at her own experiences, she
also writes emotionally about the realities of the world that her young daughter faces today.
Each piece combines numerous, well-connected examples from the author’s extensive knowledge of
pop culture, with an analysis of a theme related to the various aspects of women’s lives: work,
relationships, marriage, sexuality, motherhood, and even math. As a result, the essays have a sound
research foundation and are well documented. VERDICT: This entertaining, engaging, enlightening
tour of the portrayal of women in pop culture will appeal to general readers and researchers in a
variety of cross-disciplinary fields."—LIBRARY JOURNAL, starred review
"A sharply perceptive look at the myths that constrain women."—KIRKUS REVIEWS
"You Play the Girl by Carina Chocano blew my mind. Like a goldfish realizing that water existed, I
instantly came alive to the air and the atmosphere of how my Otherness informed my girlhood. Each
and every message of being asked to stand still so that I could be seen by the cultural product of
male-made entertainment made me scream with recognition. In particular, the Flashdance chapter
time-travelled me back to my youth, but holding hands with a clear-eyed, brilliant, hilarious friend.
Re-looking at Stepford Wives, I Dream of Jeannie, Bewitched and all of the other hypnotic suggestions
about my supposed woman-hood made me feel alive and energized and ready to topple the
patriarchy. The world is changing for women and girls and here is one of the first steps—going
back to do archaeology about what the heck happened to us, how we got colonized. If information is
power, You Play the Girl is a superpower."—JILL SOLOWAY, writer, director, and creator of
"Transparent"
"Carina Chocano is a brilliant thinker, a dazzling stylist and an intellectual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d. An important critical work as well as an entertaining personal story, You Play the Girl looks
at old archetypes in new and often astonishingly insightful ways and establishes Chocano as a unique
talent and crucial voice in the cultural conversation."—MEGHAN DAUM, author of The Unspeakable:
And Other Subjects of Discussion
"Carina Chocano unearths the little horrors of our culture's pervasive, insidious sexism in essays so
brilliant and witty you'll wish her book would never end. Chocano is one of our sharpest, most original
cultural observers, and You Play the Girl is as engrossing as it is unforgettable."—HEATHER
HAVRILESKY, author of How to Be a Person in the World
CARINA CHOCANO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the New York Times Magazine and Elle, and her
writing has appeared in The New Yorker, Vulture, Rolling Stone, and others. She worked as a
staff film and TV critic at the Los Angeles Times, a TV and book critic at Entertainment Weekly,
and a staff writer at Salon. Her humor book, Do You Love Me, or Am I Just Paranoid?, was
published in 2004. She lives in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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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YOU PLAY THE GIRL

가제

: 여성은 배역이 아니다

저자

: Carina Chocano

출판사: Mariner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사회학(여성학)

*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책.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금붕어처럼, 소녀시절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됐다.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적 산물임을 비명을 지르며 깨달았다.”
– 작가 겸 감독 질 솔로웨이
* “작가는 침투력과 은근한 성차별주의가 담긴 문화의 다소 섬뜩한 면을 너무나 영리하고 위트 있
는 에세이로 폭로한다.” – 『How to Be a Person in the World』의 작가 헤더 히브릴레스키

“젊은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영화나 텔레비전,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 뭔가 확실한 특징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떨 때는 한껏 섹시함을 강조한
누군가의 조수로, 다른 곳에서는 구해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절대 흔들
림 없는 천사이긴 한데 주관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영웅이
완벽해지기 위해 어떻게든 소유하려는 존재일 때도 있다. ‘젊은 여자’의 이미지는 이렇듯 아주 추
상적이면서 이상을 담고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으면서도 오락가락 변하는 유령 같은 특징이 있다.
동화책과 만화영화를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만
들어낸 여성의 이미지, 역할, 의무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왔는지 깨닫고 이 책에서 우리
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이 여성을 이상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분해하고, 목표로
삼도록 만들며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어쩌다 여성들은 문화 곳곳에
배인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게 되었을까? 대중문화 비평이자 저자의 개인적
인 경험이 녹아 있는 에세이에서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여자는 이래야 한다, 소녀다운 건 이런 거야, 여자는 그
러면 안 돼 같은 소리를 수시로 접한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전해진다.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소녀”, “여자”의 이미지는 그렇게 서서히 스며들고 침투
하여 실제 눈으로 보고 느낀 현실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저자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35년간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생산되어 왔는지 상세히 살펴보면서 여
성들이 알게 모르게 휘둘린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진보적인 생각이 우세했
던 70년대, 반항과 갈등의 시대 80년대, 성공 제일주의가 팽배했던 90년대, 그리고 21세기 초
‘남성 문화’로 자리잡은 포르노문화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력과
면밀한 분석, 경험을 통합하여 이미 ‘답이 다 정해진 세상’에서 여성이 그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EYA NEWSLETTER
Wednesday, 1st, November, 2017

위해 발버둥치게 된 경위를 따져본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의 이미지가 왜곡된 세상에 태어난 여
자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여성들에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딱 잘라 분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문화와 세상이 만들어낸 것보다 다채
롭고 복합적인 존재이고 그것을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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