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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SMILING MAN

가제

: 죽은 자의 미소

저자

: Joseph Knox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328 페이지

장르

: 소설/ 범죄 스릴러

* 「선데이 타임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0위권 진입, 「옵저버」 선정 2017년 소설 부문 뉴페
이스로 화제를 모은 데뷔작『SIRENS』에 이은 시리즈 두 번째 소설
* 1권『SIRENS』과 함께 10개 출판사가 참여한 치열한 경매로 출판 계약 체결, 두 권 모두 체코, 프
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15개국과 판권 계약 체결, 내년 봄 미국 출간 예정

올 봄 영국에서 출간된 ‘에이든 웨이츠 형사(DC Aidan Waits)’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사이렌
(SIRENS)』은 유능한 형사였지만 불명예스러운 일로 야간 순찰을 돌며 경찰 생활을 겨우 이어가
는 주인공 에이든 웨이츠와 정치, 마약, 살인과 납치가 뒤엉킨 스토리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메트로(Metro)」지가 “마음을 잡아 끄는 새로운 재능”을 지녔다고 찬사를 보낸 작가는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이 소설을 완성했다. 1권이 자인 카버라는 수수께끼 가득한 범죄자와 그가 만
든 ‘사이렌’이라는 조직에 발이 묶인 정치인의 딸 이사벨 로시터를 구하기 위한 에이든 웨이츠의
활약을 그렸다면 2권에서는 폐업한 호텔 방안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돈과 권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헤치는 주인공의 끈질긴 수사 과정을 따라간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증거품으로 압
수된 마약을 빼돌렸던 에이든 웨이츠의 복잡한 과거사와 함께 고집스러운 전형적인 형사의 모습
과 더불어 냉소적인 태도와 괴짜 같은 구석이 있는 그의 심리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듯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정체 모를 살인자를 추적하는 그의 바로 옆에서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안겨 준다.
여전히 야간 순찰을 돌며 만취해 싸움을 벌인 사람들이나 밤거리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
건을 처리하며 살아가는 에이든 웨이츠는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하려 노력한다. 떠올리고 싶지 않
은 과거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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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의 곁에는 전혀 다른 목표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형사 피터 수티가 있다.
‘인간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피터는 고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야간 순찰을 진심
으로 즐겁게 여긴다. 방황하는 십대 청소년들이며 온갖 인생사에 찌들어 괴로워하다 홧김에 사고
를 친 사람들이 울면서, 화내면서, 소리지르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최대한
나서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은 사건은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에
이든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느 때와 같이 서로 비꼬고 날을 세우며 근무에 나선 어
느 날, 두 사람은 폐업한 호텔 ‘더 팰리스’에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불이 다 꺼져 스산한 건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
에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다. 둔기에 얻어 맞아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그를 뒤로하고 내부로 들어가던 에이든 형사는 소리 없이 달아나는 범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뒤쫓지만 정체 모를 범인은 3층에서 비상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였다. 그
런데 텅 빈 호텔 4층에 문이 열린 객실이 눈에 띄고, 에이든과 피터는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
을 목격한다. 한 남자가 죽어 있었는데, 얼굴이 온통 미소로 가득했다.
더 이상한 것은 죽은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옷은 상표가 전
부 제거되어 있고 치아까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갈아버린 상태였다. 심지어 지문을 알 수
없도록 손가락 끝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끔찍한 몰골이었다. 혼란에 빠진 에이든과 경찰은 팰리
스 호텔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며 달아난 범인과 웃는 얼굴로 목숨을 잃은 남자의 정체를 밝히
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경비원은 3층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계단
을 올라가던 중이었다는 말과 함께 호텔을 소유한 부부가 곧 소유권을 다른 곳에 넘길 계획이었
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에이든은 30년 넘게 팰리스 호텔을 운영했던 집안의 딸이 남편과 함께 호
텔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 전 호텔을 팔아서 돈을 절반으로 나누자는 남편의 요
구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딸의 진술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들 부부를 대신해 호
텔을 관리해온 변호사와 그의 남편, 그리고 변호사가 고용한 또 다른 직원까지 어딘가 수상쩍다
는 사실을 간파한 에이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신원미상의 시체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에서 누군가 직접 꿰맨 헝겊 조각이 하나 발견되면서
마침내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데, 에이든이 이 낯선 남자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겨우 지우고 덮어둔 에이든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고 물고 늘어지는 인물이 나타난
다. 이상한 화재 사건, 익명의 제보 전화와 함께 살인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위협과 시도가 이
어지고, 에이든은 끈질기게 따라 붙는 과거의 악령과 맞서 싸우며 죽은 자의 정체와 그 뒤에 서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 나간다.

<저자 소개>
조셉 녹스(Joseph Knox)는 8년간 출판 분야에서 도서 판매업에 종사한 조셉 놉스(Joseph
Knobbs)의 필명이다. 맨체스터 딘스게이트, 노팅엄 브리들스미스에 위치한 워터스톤스 지부에서
범죄소설 바이어로 근무하고 있다. 데뷔작인 『SIRENS』로 베스트셀러 작가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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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HEART ECHOES

가제

: 마음 속 메아리

저자

: Helena von Zweigbergk

출판사: AmazonCrossing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분량

: 382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 올해 8월 ‘킨들 퍼스트 셀렉션(Kindle First Selection)’으로 전자책 공개 후 종이 책과 전자 책을
통 틀어 10만 부 이상 판매
* 스웨덴어 원작(2013년 출간), 2015년 스웨덴 전역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여된 도서
* “작가의 능수능란한 이야기 솜씨가 주는 즐거움과 함께 소설 속 인물들이 삶을 통해 지혜를 얻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게 되는 소설” – 스웨덴 저널리스트, 『The Girl in the
Spider’s Web』의 저자 데이빗 랑베르크란츠

한 살짜리 아기 때부터 홀로 키운 아들, 빅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스트리드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날인만큼 졸업 파티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졸업식
당일 오전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치즈 가게에 들어가서도 뭘 사야 하나 우왕좌왕
하던 아스트리드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흥분이 비롯된 곳, 그 중심을 똑바로 직면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 아스트리드가 파티 준비에 열을 올린 건 빅터의 졸업식 때문만이 아니라, 15년도 더
전에 두 사람을 두고 떠나버린 빅터의 생부, 마이클 때문이었다. 스웨덴에서 둘이 그토록 꿈꾸던
가족을 꾸리고 살았던 마이클은 무언가에 쫓기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인 미국으로 떠나버렸
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버려진 아스트리드는 선택의 여지 없이
혼자 빅터를 키워냈는데 이제와 그가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마이클은 아스트리드와 두 여동생 산드라, 레나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매
정하게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이틀이 지났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
던 그의 배신과 이유조차 들을 수 없는 답답함에 아스트리드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며칠간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엄마와 두 동생의 굳건한 믿음, 위로, 특히 어린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둘째 산드라의 현실적인 꾸짖음에 겨우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로
부터 3년 뒤, 아스트리드의 상처와 닫혀버린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안아준 헨드릭을 만나 재혼을
하고, 두 딸아이를 낳고, 빅터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헨드릭의 결정 덕에 다섯 식구는 무엇 하
나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그럼에도 코펜하겐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됐다는 마이클의 연
락과 가능하다면 빅터를 그 기간 동안 자주 보면서 지내고 싶다는 그의 요청은 아스트리드와 헨
드릭의 평온했던 삶에 작은 동요를 불러왔다.
빅터가 그 동안 마이클과 한 번도 못 보고 지낸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대서양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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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이 사는 미국으로 갈 일이 생길 때면 가끔 동행해서 친부의 얼굴을 보고 오곤 했지만 아스
트리드의 생활 터전에 가까이 와서 오래 지낸다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무엇보다 십수년이 지나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스트리드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의문, 대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어린 아들과 자신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을 겨우겨우 잠
재우고 살아왔는데 그의 얼굴을 본다면 궁금증이 다시 타오를 건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마이클
의 등장에 동요한 건 아스트리드만이 아니었다. 산드라와 레나, 두 동생들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
지 못했다. 과거 마이클의 결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하필 각자 인생의 최
대 고비에 맞닥뜨린 시점에, 언니에게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드러내고 엄청난 혼란을 일
으킬 수도 있는 마이클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영 불안하고 반갑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매들이 그렇듯, 아스트리드와 산드라, 레나도 서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면
서도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느꼈다. 특히 가장 똑똑하고,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 누구나
곁에 두고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는 장녀 아스트리드의 존재는 욕심 많고 뭐든 이겨야
직성에 풀리는 성격인 산드라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 벽,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마이클 때문에 혼
란을 겪었지만 좋은 남자와 재혼하고 걱정 없이 사는 언니를 보면서 늘 자신도 그렇게 살게 되기
를 꿈꾸던 산드라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인 남자와 결혼하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사업가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조기 퇴직 후 술과 빚에 절어 허덕이는 남편은 맨 정신으로 지낼
때보다 술 기운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은, 무능하고 충동적인 인간이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
는 딸의 진로를 독단적으로 통제하려고 고집을 부렸다. 세 자매의 막내, 레나는 어릴 때부터 모
두의 관심이 큰 언니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둘째 언니처럼 대놓고 반항하지도 못한 채 가슴 깊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 왔다. 가장 필요할 때 곁을 내주지 않는 식구들, 다들 각자의 삶과 코 앞
에 놓인 일들을 해결하느라 자신에게는 별 관심을 주지 않는 가족들에게 레나는 항상 서운한 마
음이 들었지만, 내색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난소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아 들
고 나니,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마음 속의 감정도, 아주 오
래 전 마이클이 홀연히 큰 언니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름의 일도, 이제는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해
야만 한다.
세 자매의 복잡미묘한 갈등과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끓던 감정들은 마이클이 스웨
덴에 오면서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 레나와 마이클 사
이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로 인한 이별,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지금 맞닥뜨린 거대한 삶의 고통까
지 한꺼번에 찾아와 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다. 고통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끈을 찾아가는, 지
극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헬레나 폰 츠바이크베르크(Helena von Zweigbergk)는 스웨덴에서 소설가, 저널리스트, 인기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해 왔다. 현대사회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부터 범죄 시리즈 등 다양
한 소설을 발표했다. 위 소설은 영어로 번역된 첫 번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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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DARK INTERCEPT

가제

: 다크 인터셉트

저자

: Julia Keller

출판사: Tor Teen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SF, 액션

* “’안전이 자유를 희생할 만큼 중요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화려한 미
래 소설” – 「북리스트 」
*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을 주는 소설. 보기 드문 문학적 성과”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rewel World』 3부작의 작가 제니퍼 앨빈

뉴스에서 인면수심 흉악범들이 저지른 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
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쩌다 세상에 저런 사람
들이 생겨났을까 한탄한다. 섬뜩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은 없을까?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광폭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뒤, 기
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2294년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원이 바닥나고 폐허가
되어버린 지구와 지구 대신 인간이 살아갈 땅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새 지구’, 두 곳을 무대로
인간의 모든 감정과 기분을 모니터링하여 범죄를 방지하는 세상을 그린 흥미로운 SF 시리즈가
완성됐다. 팔 안쪽에 거의 흔적도 없이 이식된 작은 칩이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생체 반응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고 기쁨과 슬픔, 절망, 분노, 우울함과 같은 카테고리로 감정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폭되는지 정부가 관리하는 세계에서 살아
가는 바이올렛과 젊은 경찰 대니 메이휴, 새 지구를 건립한 바이올렛의 아버지와 감정 모니터링
기술 ‘인터셉트’를 맨 처음 발명한 대니의 형을 둘러싼 참신하고 놀라운 액션이 펼쳐진다.
열여섯 살인 바이올렛은 새 지구의 정부 중앙청사에 거대하게 지어진 중앙 통제실에서 매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일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고 읽고 해독하는 일에 푹 빠진 동료 레즈닉
과 함께 바이올렛이 하는 일은 옛 지구와 새 지구 양쪽 모두를 오가며 감정이 위험 수준에 도달
한 사람의 지켜보는 것이다. 이식된 칩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독되는 상대방의 감정은 바이올렛이
앉아 있는 작은 사무실과 똑같이 생긴 공간이 수백 곳 빽빽하게 자리한 이 중앙 통제실로 와이파
이 신호를 통해 전달되고, 2인 1조로 일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은 화면에 잡힌 상대방의 행동과 감
정 변화를 지켜보다가 ‘인터셉트 실시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
에게 그 사실을 전한다. 코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머지 한 명은 즉각 상대방의 뇌 속에 저장된
기억 회로 중 특정 부분을 건드리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저지르기 일보 직전이던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떠오르는 순간 망연자실하게 되는 가장 강렬하고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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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자연스레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터셉트’ 기술이고, 바
이올렛의 아버지는 새 지구를 건립하면서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인
터셉트의 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칙을 내걸었다. 머릿속에 무슨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
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걸러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신의 팔
안쪽에 생체 칩을 이식 받았다. 대니의 형이 개발한 이 기막힌 프로그램은 죽은 숲과 불타버린
도시만 남은 옛 지구와 일 년 내내 맑고 화창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안락한 새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과 증오, 공포와 기쁨 등의 강력한 감정을 일일이 모니터링 한다.
얼마 전부터 경찰인 대니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바이올렛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사람들을
지켜보던 중 옛 지구에서 벌어진 추격전을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
은 놀랍게도 대니. 예고도 없이 옛 지구에 내려간 대니는 허름한 차림새를 한 어떤 남자를 맹렬
히 뒤쫓고 있었다. 나라에 공식 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옛 지구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바이
올렛의 눈에 띈 것만 지난 한 달새 벌써 네 번째였다. 대체 대니는 왜 자꾸 저 위험한 곳에, 그
것도 법까지 어겨가며 자주 내려갈까? 대니가 쫓던 남자가 결국 판단력을 잃고 권총을 빼든 순간
바이올렛과 동료는 인터셉트를 활성화시켜 그를 주저 앉아 울게 만들었다. 덕분에 대니는 무사히
새 지구로 돌아왔지만, 왜 그곳에 갔었냐는 바이올렛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저 믿어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니를 보며, 바이올렛은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불거진 인터셉트의 이상한
루머를 떠올린다. 오로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터셉트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범죄와 아무 상관 없는 개개인의 내밀한 기분까지 확인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아버지
가 택한 기술에 그런 음침한 부작용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불안해진 바이올렛은
인터셉트를 둘러싼 루머와 더불어, 대니가 옛 지구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생각보다 훨씬 뜻밖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인터셉트가 처음 개발된 과정을 찾던 바이올렛은 설계 단계부터 범죄 차단이 아닌 은밀한 목
적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의 실체와 마주한다. 또한 옛 지구와
새 지구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감정 통제에 반대하는 반란 세력을 꾸렸고, 인터
셉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다름아닌 대니가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감정과 기억을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셉트의 치명적인 위험
성을 깨달은 바이올렛은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온 세상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민 낯과 마주하
고 큰 혼란에 빠진다. 인간의 감정을 공격과 협박의 ‘무기’로 활용하는 무서운 미래 사회의 모습
을 그린 디스토피아적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켈러(Julia Keller)는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대
학교장학생으로 공부했다. 퓰리처 상 수상자로 「시카고 트리뷴」에서 문화 평론가로 일했다. 베
리 어워드 최우수 데뷔 소설상 수상작인 『A Killing in the Hills』와 『Back Home』 등 청소년과 성
인을 위한 책을 여러 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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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END WE START FROM

가제

: 끝에서 우리는 시작했다

저자

: Megan Hunter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7년 5월 18일
분량

: 140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프로덕션, ‘서니마치(SunnyMArch)’와 영화 제작 계약 체결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판권 계약 체결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2017년 여름 도서’,
반스 앤 노블 선정 ‘2017년 가을 신인 작가 걸작선’, 아마존 선정 ‘이달의 우수 문학&소설’
* “낯설면서도 힘이 느껴지고,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꼭 맞는 소설이다. 읽는 내내 감동과 두
려움, 기대감이 번갈아 찾아오다 한꺼번에 느껴질 때도 있었다.”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작
가 트레이시 슈발리에

기상 이변으로 홍수가 들이닥친 도시,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 재해 앞에서
무기력하게 달아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사람들, 살아남는 것 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보다 훨씬 강렬한 변화,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이다. 거대한 홍수가 런던 시내까지 밀려온다는 예
보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 이름 없는 주인공은 그리 젊지 않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한다. 산부
인과에서 같은 병실에서 만난 어린 산모를 보며 “어쩌면 내 손녀도 될 수 있었을 만한 아이가 이미
다 큰 애를 안고 새로 낳은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우리는 그녀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온 세상을 뒤흔든 홍수 소식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 주
인공 덕에,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아기의 이름은 Z로 정해지
고, 여자는 남편 R과 함께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런던 북쪽에 있는 시댁으로 향한다. 홍수로 인한
길고 위험한 피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내용이나 소설의 형식 면에서 모두 코멕 맥카시의 『더 로
드』와 매우 흡사한 이 데뷔 소설은 시인이 쓴 작품답게 간결하고 짧지만 많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
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모두가 먹을 것과 안전한 장소를 찾아 황망히 쫓아다닐 때 갓 태어난 아
들 Z가 선사하는 낯선 기쁨과 예상치 못한 감정에 푹 빠진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가며, 불안정한 피
난 생활과 절망도 잊게 만드는 생명의 신비한 힘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임신 32주차에 뉴스에서는 런던이 안전하지 않으니 모두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어차피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어 그냥 살던 아파트에 머물던 주인공은 임신 38주
차, 정말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계산 착오가 있었으니 런던에 머물러도 된다’는 뉴스를 접한다. 출
산 당일, 남편이 하필 등산을 가고 없을 때 양수가 터지고, 주인공은 연락을 받고 서둘러 달려온 친
구들과 함께 아이 낳을 준비를 한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본능적으로 힘을 주고 아이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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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나고, 세 시간이 넘도록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고통과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무사히 아이를 낳은 직후 남편 R이 도착한
다. 분만실부터 회복실까지,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들까지 모두 홍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 그녀는 쪼글쪼글한 얼굴로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에 관한 이야기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뒤흔든 건 커튼 너머에서 진통제를 달라고 울
부짖는, 아이 잃은 여자의 외침이었다.
Z라고 이름 붙인 아기를 안고 퇴원한 날, 주인공은 남편이 차에 설치해둔 아기용 시트에 Z를 단
단히 고정시키고 시어머니 G, 시아버지 N이 사는 집으로 간다. N은 밤낮 없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만 경청하고, G는 불안에 떨며 잠시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떨려고 해서 주인공은 유일하게 뉴스
가 들리지 않는 곳, 부엌 한 켠에 Z와 함께 자리를 잡고 젖을 먹이고, 졸고, 책을 읽는다. 남편은
뒷마당에 세 가족이 임시로 거처할 오두막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몇 주가 지나도 집 모양은커녕 뼈
대도 완성되지 못한다. 그 사이 Z는 쑥쑥 자라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시댁마저 위험 지대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다섯 명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임시 대피소
로 다시 거처를 옮긴다. 이야기는 주인공의 시선을 가만히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생김
새, 성격, 연령대의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시작된 불편한 상황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아무것도 모르
는 Z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바로 전날 까지도 하지 못했던 동작이나 소리, 눈빛을 보일 때마
다 주인공은 깜짝 놀라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자연스레 생사의 두려움을 잊는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러 나선 R이 며칠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고, 대피소에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Z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두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거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남편을 기다
리거나, 너무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다. 떠난다 해도 그곳이 반드시 안전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순간 주인공을 붙드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희
망은 바로 Z의 존재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린 Z가 지금처럼 현재에 만족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그럴 수 있는 길을 찾아 계속 이동해가는 주인공의 여정은 매번 뜻밖의 행운과,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마주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피난 생활 중에 깊은 병을 얻게 되는 R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드물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의료
진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그 사이 어느 섬으로 대피한 주인공과 Z는 다시 R과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다른 생존자들과 서로에게 기대어 어둠을 견딘다.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족과 인간애
의 소중함을 매 순간 깨달으며 묵묵히 생을 이어가는 주인공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쏟
아지는 디스토피아 소설 속에서 단연 특별한 빛을 발한다.

<저자 소개>
메건 헌터(Megan Hunter)는 시인이자 소설가다. 서섹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지저스
칼리지에서 비평과 문화를 공부했다. 시 작품으로 브리드포트 상(Bridport Prize) 후보에 오르고
단편 ‘Selfing’으로 에스테티카 창작상(Aesthetica Creative Writing Award)’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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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WITH GOATS AND SHEEP(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법) by Joanna Cannon
In terms of the overview of quite how successful Jo has been, I’d love to flag a few things about
THE TROUBLE WITH GOATS AND SHEEP, which is the second-bestselling fiction paperback of the year to date
(beaten only by Lee Child)
1.

Night School x 160k

2.

Goats and Sheep x 125k

3.

Philippa Gregory x 115k

4.

Muse x 111k

5.

Val McDermid x 99k

There are great supermarket buys (e.g. Sainsburys love it so much they are doing their own special edition, and
asked Borough Press to print them 10,000 copies to place across 500 stores here in the UK).
Some other stats.:


Over 125,000 paperbacks sold to date; 250,000+ copies across all UK formats



13 weeks in The Sunday Times top 10; and 16 weeks in the top 20



Bestselling title on the Richard & Judy Spring list



Longlisted for the Desmond Elliott Prize; shortlisted for the BAMB Reader Awards fiction book of the
year and winner of BAMB Reader Awards breakthrough author 2016; shortlisted for British Book
Industry Awards Debut of the Year



Top quotes:
“Beautifully written” Daily Express
“Successfully capturing the claustrophobia of suburban life… Cannon paints a sympathetic and
nuanced portrait of society’s misfits” The Independent
“Sweet, nostalgic and funny” The Sun on Sunday
“Splendid debut… Forensic period detail and pithy exchanges between characters give the novel
the feel of a Seventies sitcom… a wonderful achievement” Daily Mail
“Cannon specialises, beautifully, in making concrete the abstract… a superior debut” Sunday
Times
“Wry, acutely observant and brilliantly claustrophobic” Mail on Sunday
“Fresh and vivid, this intriguing debut is a perceptive coming-of-age tale” Sunday Express
“A poignant, closely observed debut” Woman & Home
“plot and structure are deftly, cleverly handled and descriptions combine delicacy with flair”
The Observer



Joanna has been interviewed on BBC News 24, BBC Radio 4 and BBC Radio 5, along with The Observer,
The Sunday Times, The Guardian, Good Housekeeping and The Times. She has written for, amongst
others, the Daily Mail, Sainsbury’s Magazine, The Guardian, The Pool and the Sunday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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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PROBLEM WITH GOATS AND SHEEP

가제

: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법

저자

: Joanna Cannon

출판사: Borough Press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353 페이지

장르

: 소설

실종된 여인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선 두 소녀와 그들이 찾게 되는 진실들
1976년 6월 21일 찌는 듯한 날씨의 월요일. 8번 집에서 크리시 부인이라 불리는 마가렛 크리
시가 실종된다. 마을 사람들은 마가렛이 지쳐 떠났을 것이라고 수군대지만, 주인공인 그레이스는
평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 실종사건에 의문을 갖게 되고, 친구인 틸리와
함께 이 사건이 혹시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는 공상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교회 목사
님이 ‘신은 길 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설교를 듣고 신을 찾게 되면 마가렛을 찾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 두 소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동네 사람들을 지켜보기 시
작한다. 포브스 부인의 집을 방문한 그들은 마가렛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포브스 부인은 잘 모
르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들은 집을 나선 순간, 포브스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마가렛과 찍은
사진이 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분명,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동네 술집에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마가렛의 실종된 것에 안도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
들이 연루된 화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분명 마가렛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녀가 무언가를 털어놓았을 지도 모른다며 안도한다.

마가렛의 남편인 크리시 아저씨는, 부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외로워하고 그녀를 그리워한
다. 하지만 그의 머리를 맴도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바로 “부인이 혹시 월터 비숍씨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이었다. 월터 비숍은 마을에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거의 추방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실종된 마가렛을 찾는 것에 동참하지 않자, 마을 사
람들은 월터가 마가렛의 실종에 연관되었을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다.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미스터리 소설
두 아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름의 증거를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해서 두 아이는 9년 전 그 거리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가 실종되던 날 진실을 감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렛이 실종되던 날 했던 이야기와 같다
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오랫동안 감춰둔 진실들과 마주한 이웃들, 그리고 마가렛을 찾으려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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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이웃끼리 정다운 마을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에 뒤이
어 파헤쳐지는 비밀을 그린 이 소설은, 사랑스러운 그레이스와 틸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각
에서 긴장감 있게 서술된다. 완벽한 마을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두 소녀를 차분히 풀어내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독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이 길 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성경 구절에서 생겨난 이 독특한 데뷔 소설은 마리
아 셈플, 에마 힐리, 사라 윈만에 비견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성장소설이자 탐정소설이기도 한
이 소설은 따스하고 매력적인 인물들과 잘 짜인 구성으로 York Festival of Writing에서 상을 수상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금액에 계약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출간될 예정이며 미국과 이
탈리아에서도 계약 진행 중이다.

<저자 소개>
저자인 조아나 캐넌(Joanna Cannon)은 심리상담가이자 소설가이다. 이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
으로, 출판사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다. 현재 영국, 그녀는 더비샤이어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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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 THE NAMES OF THE STARS

가제

: 별의 이름

저자

: Pete Fromm

출판사: Picador USA
발행일: 2016년 9월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2016년 ‘몬타나 북 어워드(Montana Book Awards)’ 명예 도서로 선정
* “작지만 생명으로 가득한 산간오지에서의 생활을 섬세하게 회상한 저자의 모험 이야기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커커스 리뷰
* “저자의 강인하고 풍부하면서 시적인 문장이 다시 한 번 그의 지혜와 넓은 마음을 담아냈다.” –
『WILDERNESS』의 저자 랜스 웰러

스무 살, 모험심이 들끓던 나이에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와 몬타나에 걸쳐 있는 셀웨이 비터
루트 야생지대에서 연어 알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일곱 번의 겨울을 보낸 청년은 그로부터 13
년 뒤에 세상과 동떨어진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회고록을 썼다.
그렇게 탄생한 『인디언 크릭 연대기(INDIAN CREEK CHRONICLES)』는 유려하고 섬세한 저자의
글 솜씨와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고 깨달은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찰이 어우러
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후로도 산과 들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를 내내 꿈꾸었던 청년이 어
느덧 마흔다섯 중년에 접어들고 두 아이의 아빠로 살던 어느 날, 또 다시 물고기 알을 돌보는 일
을 해볼 기회가 주어졌다. 사람과의 접촉이라곤 일주일에 한두 번, 무전기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전부인 산간벽지로 다시 훌쩍 떠난 그는 매일 16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강과 숙소를 오가며 보고, 듣고, 느낀 자연의 숨결을 다시 한 번 회고록에 담았다. 앞선 회고록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저서에는 더 이상 아무것에 매이지 않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중년이 된 지금,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한 진솔한 생각이 함께 담겨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해양 생물학자가 지나다 들른 것처럼 툭 던진 제안이 실현될 줄은 저자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 두 달 정도 밥 마셜 야생지대에서 살기라는 어류의 알을 돌보는 일인데, 근
무기간이 5월과 6월이니 혹독한 겨울도 아니고 외딴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힘들
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다. 저자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당시 여섯 살, 아홉 살이던 두 아들을
데려가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줄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지만 관할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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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결국 아이들을 대동하는 건 성사되지 못했다. 고민 끝에, 혼자서라도 가기로 결심한 그는
2004년의 두 달을 바로 옆에서 엘크가 풀을 뜯고 노니는 오두막에 살면서 살기의 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코요테가 울부짖는 소리, 한 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퍼붓는 빗줄기를
맞으며 산길, 가끔 코 앞에서 마주치는 회색 곰과 흑곰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
인가를 깨닫게 하고, 저자는 두 아들을 재울 때 불러주던 노래를 목청 높여 부르면서 고요한 숲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쓰면서 매일 강과 오두막을 오갔다. 짤막하게 이어지는 각 장마다
저자는 그 긴 산책에서 만난 풍경을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25년 전 연어 알을 지키던 시절의 기
억과 그토록 충동적이고 다혈질이던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도 자
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고찰한다.

<목차>
1. 2004년 5월, 밥 마셜 야생지대 선 리버 인근, 노스포크
2. 2004년 4월, 몬타나 주 그레이트 폴스
3. 2004년 5월, 몬타나 주 밥 마셜 야생지대
4. 2004년 4월, 몬타나 주 그레이트 폴스
5. 1978년, 몬타나 주 미줄러
6. 2004년 5월, 몬타나 주 그레이트 폴스
7. 2004년 5월, 몬타나 주 깁슨 저수지
8. 1978년 6월, 네바다 주 미드호
9. 2004년 5월, 몬타나 주 밥 마셜 야생지대
10. 1980년, 네바다 주 미드호
(이하 생략, 총 32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피트 프롬(Pete Fromm)은 소설 『If Not For This』, 『As Cool as I Am』, 『How All This Started』
와 단편 모음집 『Dry Rain』, 회고록『Indian Creek Chronicles』로 퍼시픽 노스웨스트 북셀러 어
워드(Pacific Northwest Booksellers Award)를 다섯 차례 수상했다. 『As Cool as I Am』은 영화로
제작되어 2013년에 개봉되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간행물에 2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해 왔다. 현
재 오리건에 위치한 퍼시픽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프로그램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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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HARP
가제: 신랄하게
(부제: 생각을 전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여성들)
저자: Michelle Dean
출판사: Grove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0일
분량: 384 페이지
장르: 역사 / 문학

* 성차별과 연고주의가 짙게 깔린 분위기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낸 여류 작가 10인의 활약
* “여성의 지성이 ‘동료 여성’ 전체의 총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야 한다는 핵심을 짚은 문화사로 이보다 훌륭한 책은 없을 것이다.” – 『How Should A Person
Be?』의 저자 셰일라 헤티

“요즘 세상에 여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각본을 쓴 작
가로 잘 알려진 노라 에프론이 남긴 말이다. 도로시 파커, 레베카 웨스트, 한나 아렌트, 메리 맥
카시, 수전 손택, 파울린 카엘, 조앤 디디온, 레나타 애들러, 그리고 자넷 말콤까지 이 책에 등장
하는 열 명의 여류작가는 문학계에서 활동한 분야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 날을 세워 비난을 퍼붓
기도 했지만, ‘신랄함’, ‘예리함’이라는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다. 20세기, 남성들이 수적으로나 목소
리의 크기(영향력) 면에서나 우세를 점한 시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쓰고 싶은 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이들은 남성들의 끈질긴 비꼼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글
로 문학계에 여성이 설 자리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문학사에서 헤밍웨이며 피츠제럴드, 샐린저와
같은 소설가들의 연대와 활약은 무수히 다루어지면서도 같은 시기에 뚜렷한 목소리를 낸 이 중요
한 여성 문인들의 이야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저자는 수적으로는 남성들이 우세
했을지언정 문화와 문학의 영역에서 남긴 중대한 업적 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 심지어 그토
록 목소리 내기가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낸 여성들의 놀라운 성과를 이 책에 담았다.
개인적인 삶에서 수없이 맞닥뜨린 부조리함을 신랄한 글로 드러낸 도로시 파커, 1인칭 시점
에서 세계사의 절반을 아우르는 글을 썼던 레베카 웨스트, 전체주의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견해,
난쟁이에 둘러싸인 공주에 관한 요상한 인식을 드러낸 메리 매카시의 소설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
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여기던 시대에 이들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또렷하게 드러냈다. 도로시 파커는 여성에게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신랄한 시를 써서 출판물로 만들었고 수전 손택의 ‘캠프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는 제2차
페미니즘의 물결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결정에 펄펄 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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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를 피우는 대신, 차분하게 위트와 허를 찌르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글로 마땅히 누려야 할 지
위와 대우를 요구한 여성들,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에는 고상하게 차려 입고 모인 20세기
뉴욕의 지식인들의 파티에서 쉴 새 없이 오가던 풍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과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남성 중심의 문학계에서 조롱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이들
여류 작가의 작품과 목소리가 어떻게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통쾌한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전기이자 문학 비평, 문화사이기도 한 이들의 이야기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던 문학
계에 여성이 들어설 발판을 마련한 힘겨운 투쟁기이자 지금도 여전히 이겨내야 하는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목차>
서문
1장. 파커
2장. 웨스트
3장. 웨스트와 조라 닐 허스턴
4장. 아렌트
5장. 맥카시
6장. 파커와 아렌트
7장. 아렌트와 맥카시
8장. 수전 손택
9장. 카엘
10장. 디디온
(이하 생략, 총 14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미셸 딘(Michelle Dean)은 저널리스트이자 문학 비평가로 2016년 미국 비평가 협회로부터
‘최우수 리뷰 상(Nona Balakian Citation for Excellence in Reviewing)’을 수상했다. 「뉴 리퍼블릭」
편집자로 활약해 왔으며 「뉴요커」, 「네이션」, 「뉴욕타임스 매거진」, 「엘르」 등 여러 간행
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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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HAT'S WRONG WITH DAMN NEAR EVERYTHING!

가제

: 만사가 다 왜 이 모양이야!

저자

: Larry Winget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7월 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돌직구 화법으로 인생살이 해법을 제시해온 베스트셀러 저술가, 강연가의 신작
* 긍정적인 태도, 끌림의 법칙 같은 자기계발 방식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명쾌한 인생 고민 해결법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
람들이 한번쯤 혹은 수시로 떠올리는 이런 고민을 반대로 뒤집어 “뜯어 고쳐야 할 삶의 방식”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나선 책이 등장했다. 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개인
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은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지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특유의 직설적이고 간결한 설명으로 정확한 이유를 짚어준
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쏟거나 심지어 집착하는 바람에
벌어진 대참사를 대인관계와 교육 시스템, 비즈니스, 정부라는 네 가지 큰 틀로 나누어 낱낱이
밝힌 저자의 분석은 너무 정확하고 예리해서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반박이 불가능한 명확한 예
시와 부풀리거나 과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단 결과는 그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일
들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
저자는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유지하려면 엄청난 국고를 들
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과 행복,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곳으로 이미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가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은 숱한 여론조사로 수 차례 드러났다.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필요
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불편해 하는 것을 대신 해결해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이
윤을 남기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인데, 사업장은 불평등과 부당한 규칙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리더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끄는 대신 인기를 얻는 데 몰두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람들간의 관계도 여간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게끔 내버려두고 그런 부모 밑에서 나르시시즘에 젖어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생겨난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게 잘 보이려고 아무 쓸모 없는 곳에 돈을 허비하고, 나의 불행은 남의 탓으로 모조리 돌리면서
자신의 행동은 조목조목 합리화한다.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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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우울해하고 분노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허영심과 사치, 낭비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는 장님처럼 보지 못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여서, 대학은 취업 공장이라
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지 오래고 엄청난 등록금을 쏟아 부어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
들은 비판적인 사고나 성장에 필요한 열띤 토론 대신 과민하고 허약한 상태로 세상에 떠밀려 나
온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조언은 헛소리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무엇
이 삶의 핵심 가치를 싹 지워버린 채 이런 형편 없는 생활을 이어가도록 만드는지 그 원인을 분
석한다. 더불어 확실하게 입증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똑똑
히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 거머쥘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배를 잡고 웃다 보면 아주 진지하고 어려운 책이나 조언을 읽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깊이
있고 귀중한 조언이 머릿속에 남게 되는, 놀라운 자기계발서다.

<목차>
머리말
1장. 핵심 가치의 붕괴
2장. 대인관계 문제
3장. 비즈니스 문제
4장. 교육 문제
5장. 정부 문제
6장. 중대한 질문: 과연 이게 전부 다 잘 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래리 윈젯(Larry Winget)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The Pitbull of Personal Development’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강연자이자 저술가다. 돌려 말하거나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는 돌직구 스타
일의 언변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 수백 곳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
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 오른 『Grow a Pair』, 『Shut Up, Stop
Whining and Get a Lif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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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ALZHEIMER'S PREVENTION & TREATMENT DIET

가제

: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생활 가이드

저자

: Richard S. Isaacson, Christopher N. Ochner

출판사: Square One
발행일: 2016년 4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건강

*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따라 하기 쉬운 영양 관리 방식을 제시한 가이드
북. 현실적이고 명료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식생활로 치매를 정말 예방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가이드북을 보면
반박하기가 힘들 것이다.” - 「북리스트」

소중했던 기억을 서서히 잃고 급기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마는 무서운 병인
치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일 것이다.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 공중보건의 주요 이슈가 될 만큼 확산되며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65세 이상 세계 전체 인구의 아홉 명 중 한 명꼴로 치매에 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알츠하이머라는 사실도 통계로 이미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진
단을 받은 상황이고, 2050년까지 이 숫자가 무려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실정이
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지 않아서 한 번 걸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관련 연구와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의학
박사와 임상심리학 박사로 구성된 두 저자는 치매와 관련된 최신 연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식생활 관리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공급
은 알츠하이머가 이미 시작된 환자의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두 저자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양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의 정확한 정의 증상, 위험요소, 진단법, 현재 나와 있는 치
료법에 관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현대인의 불균형적인 식생활이 비만은 물론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각종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요소라는 사실은 무수한 자료와 실험들로 확인된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부
적절한 식생활은 우리 뇌가 기능하고 작용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운동 부
족이나 스트레스 등 다른 요소와 더해질 경우 알츠하이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행히 식생
활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된다. 이에 두 저자는 뇌 건강에 도
움이 되고 정상적인 뇌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음식과 올바른 식생활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스물아홉 살부터 아흔 살에 해당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인지 기능과 뇌 건강을 강화하고 보다
넓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식단과 음식이 상세히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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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자는 치매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억력 상실과 인지기능의 문제를 알츠하이머와 구분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고,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각각 뇌 기능과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운동이 동반된 적절한 식습관으로
인지 기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혁신적인 식생활 프로그
램의 내용과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더불어 이미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
용할 때 환자를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함께 소개한다. 권장 식품과 보충제, 알
맞은 식사량, 주간 메뉴까지 알차게 포함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1. 알츠하이머 병이란
2. 식생활이 왜 중요할까?
3. 영양의 구성요소
4. 뇌 건강을 개선시키는 식생활
5. APT 다이어트
6.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전략
7. 알츠하이머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법
결론

<저자 소개>
리처드 아이작슨(Richard Isaacson)은 뉴욕 웨일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의 ‘알츠하이머 예방
클리닉’ 창립자이자 대표로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을 낮추고 치료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 미주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마운틴 시나이 병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련했다.

크리스토퍼

오크너(Christopher

Ochner)는

비영리

영양

연구

단체인

‘영양

과학

이니셔티브(Nutrition Science Initiative)’의 대표를 맡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생물통계학으로 두 가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드렉셀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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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ISTAKEN IDENTITY

가제

: 잘못된 정체성

(부제 : 트럼프 시대의 인종과 계급)
저자

: Asad Haider

출판사: Verso
발행일: 2018년 4월 17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정치

* 우익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백인 위주의 정체성 정치를 막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언
어, 실천 방안을 제시한 책

“민주당은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이 끝나고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다.
‘여자라서, 흑인이라서, 혹은 게이라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해왔으니 나를 지지해달라!’는 식의 주
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다.
물론 오랫동안 소외 받은 소수 인종과 여성, 동성애자 등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보다 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여 전체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지 단지 소외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지하고
응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종이나 계급을 기준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 이민자, 동성애자,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이라
는 카테고리에 연연하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결속하고
연대를 이뤄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2차 대전 이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소수민족, 인종, 여성, 동성애자
집단의 ‘독자적 정체성’을 꼬집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우파의 전체적인 노선과 일맥
상통하면서도, 트럼프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맞서려
면 백인 중심, 남성 중심의 정치가 강력히 결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백인들의 표
를 결집하는 힘이 된 것이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저자
는 일찍부터 자신을 혼란스럽게 한 정체성 문제와 자신이 속한 소수 인종 집단의 모순된 주장에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버니 샌더스의 주장이 왜 주목 받아야 하는지 이 책에
서 상세히 설명한다. 계층 투쟁으로 번진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흑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인종주의에 반대한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운동과 같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회 운동은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는 인종과 계급을 기준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불평등 해
소라는 핵심 가치보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고집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이다. 정체성 정치는 결코 인종차별 반대와 동일한 흐름이 아니며, 오히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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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약화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자는 다양한 정치 이론과 역
사적인 시민 운동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소외당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 속에서 안정감과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
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보편적 해방’을 주된 목표로 삼아
야 한다. 차별을 행한 사람이 백인이라고 해서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백인을 배척하는 것
은 모순이라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자칫 망각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지적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밝힌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정체성 정치
2.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
3. 인종적 이데올로기
4. 우회
5. 법과 질서
6. 보편성

<저자 소개>
아사드 하이더(Asad Haider)는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
면서 저술가, 사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Viewpoint Magazine」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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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INY HOUSE DESIGN & CONSTRUCTION GUIDE

가제

: 이동식 소형주택 디자인설계 가이드

저자

: Dan Louche

출판사: Tilt Development
발행일: 2016년 5월 1일(개정판)
분량

: 182 페이지

장르

: 취미

* 삶의 소형화, 단순화에 알맞은 소형 트레일러 주택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책

이동식 전원주택, 트레일러 하우스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시 생활의 번잡함이 싫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의 경제 형편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집값,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주거에 적합한 캠핑카
보다 일상생활이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한 트레일러 주택을 직접 설계하고 짓는 사례가 늘기 시작
한 것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희한한 주거 형태로 여겨졌던 원룸, 투룸이 전국적으로 확
산된 것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서 원룸에 결코 뒤쳐지지 않으면서 훨씬 더 많은 장점을 지닌 트
레일러 주택은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저자는 2009년, 트레일러에서 홀로 지내
던 어머니가 낡은 시설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직접 해결해보려고 나섰다가 소형 주택의
매력에 흠뻑 빠져 현재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트레일러 주택 짓는 법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이 책은 그간 저자가 축적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트레일러 주택을 주차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부터 설계와 계획, 집의 각 부위별로 사용해야 할 자재와 제작 방법은
물론 작은 공간에서의 일상이 주는 장점과 감수해야 할 단점까지 총망라한 가이드북이다. 초판이
출간된 후 독자들이 밝힌 의견과 새로이 확보된 정보를 추가하여 컬러 사진, 일러스트레이션도
한층 더 보강하여 실제로 집을 지어보려는 사람은 물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도 미
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알찬 정보서다.
트레일러 주택은 캠핑장의 일정 면적을 장기 대여해서 그곳에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생활 시설이 편리한 대신 주변이 온통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적한 숲 속 등 주거가
허용된 시골의 작은 땅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그곳에 주택을 둘 경우 자연을 바로 곁에 두고 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시설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회사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도시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계속 이용해야 할 경
우, 저자는 부지가 넓은 도시 인근 전원주택 소유자를 통해 마당 한 켠을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한다. 독립된 생활을 누리면서도 전기, 수도 등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마당
을 임대해주는 쪽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 합의만 된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무리 평소 캠핑을 자주 다닌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 혹은 며칠씩 단기적으로
캠핑카에서 지내는 것과 계속해서 작은 트레일러 주택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

EYA NEWSLETTER
Wednesday, 29th, November, 2017

지하고, 그러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트레일러
주택은 직사각형의 긴 면적에 문을 들어서자마자 싱크대가 있고 좌우에 작은 침실과 욕실 겸 화
장실이 각각 놓여 있는 구조이고 주택이 자리하는 위치에 따라 창을 넓게 설계하여 바깥 풍경이
훤히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캠핑장 등 공용 시설인 경우 반대로 창도 좁은 편이다. 저자는
이처럼 트레일러 주택의 장단점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본격적인
집 짓기에 돌입한 경우 지붕과 바닥, 벽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준다. 전기와 상수도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하는 요령까지 모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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