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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챕터만 더’라는 생각으로 밤늦도록 붙들게 만드는 서스펜스에 뉘앙스와 교묘함, 관찰, 인간
애까지 담긴 소설. 타고난 이야기꾼인 립먼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다” – 「뉴욕타임스」 베
스트셀러 작가 리 차일드
* “작가의 관찰력과 맹렬함이 최상으로 발휘되어 이 범죄소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1995년 일요일 저녁, 델라웨어 주의 구석진 동네 술집에 빨간 머리와 머리 색깔만큼 벌겋게
햇볕에 그을린 어깨가 도드라지는 여자가 찾아왔다. 술집 주인은 여자의 어깨 상태를 보면서 이
틀 정도 지난 상처 같은데, 해변과 가깝지도 않은 이곳에 혼자, 이 동네와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
는 원피스를 입고 왜 찾아왔을까 의아했다. 여자가 바에 앉아 있을 때, 훤칠하게 잘 생긴 남자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높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여자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질
문을 이리저리 던져보던 남자는 썩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의 기세에 눌렸는지 이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얼마 후, 여자는 술집을 나서고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허름한 모텔로 향한다. 딱 15분 뒤,
남자는 술집 주인에게 빈 방이 있냐고 묻고 여자가 향한 모텔로 뒤따른다.
외모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참 끈기가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여자가 조금 전 술집에
서 만난 남자를 떠올릴 때쯤, 그가 모텔에 모습을 나타냈다. 단순히 우연일 거라고, 사람은 저마
다 자기 삶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 인적이 드문 이런 동네에 어쩌다 흘러 들어
온 자신처럼, 저 남자도 그럴 거라고 여자는 고개를 내젓는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나서야 서로를
그렉과 폴리라고 이름을 밝힌 두 사람의 만남에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
폴리는 ‘하이 호’라는 희한한 이름의 술집 바에 앉아 있던 바로 그 날 오전까지만 해도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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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아 있었다. 남편과 세 살배기 딸아이 제니가 근처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 폴리는 해를
너무 심하게 쬔 것 같아서 좀 쉬어야겠다며 일어섰다. 모두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대사였다. 4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아이가 덜컥 생긴 것도 폴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
만 내내 징징거리기만 할 뿐 남편 노릇도,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봤자 양육비를 내놓을 턱도 없고, 그 지루한 실랑이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폴리가 선택한 방법은? 예고 없이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
어나는 것.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장소에서 뜬금없는 타이밍에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잠시 주춤
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일요일 오전에 폴리는 실행에 옮겼고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길에 태워주겠다는 캐딜락 승용차에 올라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의 손이 치맛자락을 향해
슬그머니 기어오려는 기색이 보일 때 근처에 내려달라고 한 곳이 바로 ‘하이 호’ 술집 앞이었다.
폴리는 앞으로 혼자 지내려면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이 호의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하고, 그렉도 그곳 주방에 요리사로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된다.
뜨거운 여름, 이글대는 태양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그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겐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사실 그렉은 어빙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폴리를 뒤쫓던 중이었지만, 감시해야 할 대상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폴리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마지막은 죽음을 바라는 어빙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생각도 깊어가던 그렉을 뒤흔드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폴리는 본명도 아닐뿐더러 남편
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온 것 이상의 비밀을 간직한 여자였다. 결혼을 하고, 폭력에 시달리다 남
편을 정당방위로 죽인 혐의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주지사의 사면 조치로 풀려난 여자, 하지
만 정말 그 살인이 정당방위였는지 상황은 명확하지 않고 그녀는 엄청난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어빙은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더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작가 특유의 생략이 가득한 문장은 읽는 내내 묘한 암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담담하게 이어지던 이야기는 어느 순간 충격적인 반전을 향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한다. 규칙과
법은 외면한 채 켜켜이 쌓인 비밀과 숨겨진 욕망, 불가피한 배신, 냉혹한 살인으로 뒤엉킨 이들
의 치열한 숨바꼭질의 과정은 제임스 케인의 소설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를 떠올리게
하는 현대적 누아르의 진수를 보여준다.

<저자 소개>
로라 립먼(Laura Lippman)은 「볼티모어 선」에서 12년간 기자로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20
년 이상 언론계에서 일했다. 2001년부터 테스 모네건(Tess Monaghan) 시리즈를 쓰기 시작해 전
업 작가로 전향했다. 에드가 상 등 범죄 소설 상에 50회 이상 후보로 선정되어 20회 가까이 수
상했다. 현재까지 출간된 소설은 2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위 소설의 전작인 와
일드 레이크(WILDE LAKE)는 영국 크라임페스트(CrimeFest)에서 최우수 범죄소설에 수여하는
‘eDunnit Award’를 수상했으며 앤소니 어워드(Anthony Award) 최우수 소설 상 후보로 선정되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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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된 하나하나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 작가의 깊은 공감이 어린 상상이 대담무쌍하게 발휘되었
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독창성과 에너지가 결합된 이야기들은 내셔널 북 어워드 수상자다운 이야기꾼의 재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간결하면서도 산뜻하고 유쾌한 풍자로 두터운 팬 층을 형성하고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한
작가가 특유의 통찰력과 예리한 시선에 재미와 감동, 예측 불가능한 결말까지 갖춘 단편들로 다
시 돌아왔다. 작가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스토리텔러의 재능을 한껏 뽐낸 총 일곱 편
의 단편은 우리말로는 ‘밑바닥’이라 옮길 수 있는 ‘보텀(bottom)’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밴드를 조
직한 열두 살짜리 흑인 소년들의 이야기부터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된 계기가 우
연히 마구간에서 들은 노예들의 대화였다고 전하는 특별한 사연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미국 역사
에서 벌어진 일들에 기발한 상상력을 가미하여 실제 사건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많은 생
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편 “그레이엄 기차놀이 세트(The Under Graham Railroad Box Car Set)”는 골동품
장난감을 수집하는 백인 남자의 설명으로 시작된다. 그가 모아온 다채로운 인형마다 제작된 시기
의 아픈 역사와 그의 손에 넘어오기 전까지 애지중지 보관하던 사람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어디까지나 장난감인 만큼 그런 와중에도 명랑함이 느껴져 묘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깜둥이들이 오고 있어!”라고 쾌활하게 외치는 장난감 앵무새를 가지고 있다거나, 대공황 시절
월 스트리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의 컬렉션을 넘겨 받는
식이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라면 어떤 협상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고 마는 이 수집
가가 일종의 성배, 궁극의 목표로 생각하는 장난감이 바로 그레이엄 기차놀이 세트다. 남북전쟁
의 영웅, 남부군 총사령관을 맡아 노예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앞장섰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자신의
아들 그레이엄에게 주려고 특별히 주문제작했다는 이 기차놀이 세트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수
집가는 그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흑인 어린이가 문제의
장난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그는 수소문 끝에 퀸즈에 사는 흑인 목사 리버런드라는 사람
의 집에 그 귀중한 장난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그 집을 찾아간다.
수집가의 견해로는 도저히 값을 따질 수 없는 ‘명품’이니만큼, 그가 얼마를 제시할지 예측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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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얼마가 됐든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잔뜩 긴장한 수집가가 만난 리버런드
목사의 반응은 다른 의미에서 예상 밖이었다. ‘뭐 그런 걸 그렇게 못 가져서 난리냐’는 반응,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라는 목사의 반응에 수집가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피시 맨 앤젤(The Fish Man Angel)”이라는 이야기에는 링컨 대통령이 등장한다. 일찍 운명을
달리한 아들 윌리가 소중하게 키우던 말을 보려고 잠시 마굿간에 들른 링컨은 흑인 마부와 마구
간 지기 시미, 마구간 지기의 아들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는다. 마부는 시미를 향
해 언제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
며 신신당부를 하고, 시미는 어린 아들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피시 맨 엔젤’이 찾아와 네
개의 단어를 전하고 절대 잊지 말라고 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링컨은 이들의 이야
기를 곰곰이 곱씹다 전쟁의 방향을 노예제 폐지로 돌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시미를 자신의
전속 마부로 지명한다. 그리고 시미의 아내에게 찾아온 천사가 남긴 네 개의 단어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연설의 핵심 단어가 된다.
“크리스마스 댄스(The Christmas Dance)”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허브라는 학생이 2
차 대전 당시 제92 보병사단의 이야기를 연구하던 중 몇 남지 않은 생존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떤 이유에선지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이야기는커녕 그때의 기억
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겨 답답함을 느끼던 허브는 춤추기를 무척 좋아하던 푸에
르토리코 출신의 병사, 카를로스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 나간다.
마지막 이야기, “미스터 P와 바람(Mr. P & the Wind)”에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브롱크스
동물원에 살면서 텔레파시처럼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들의 일상이 소개된다. 동물원
관리인인 미스터 P와 신을 의미하는 ‘바람’, 인간을 ‘냄새 나는 놈들’이라 일컬으며 자신들보다
한층 무식하고 멍청한 존재라고 조롱하는 아프리카 출신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의 이야기에는 인
간의 어쩔 수 없는 약점과 강점이 동시에 담겨 있다.
정체성과 휴머니티, 역사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단편들은 시종일관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
으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과 가치, ‘진실’을 놀랍도록 섬세하고 영리하게 전한다.

<저자 소개>
제임스 맥브라이드(James McBride)는 명망 있는 음악가이자 내셔널 북어워드를 수상한 소설
『The Good Lord Bird』, 베스트셀러 『Song Yet Sung』, 『Miracle at St. Anna』, 제임스 브라운
의 전기 『Kill’Em and Leave』를 쓴 작가다. 2016년에는 국립 인문학 훈장(National Humanities
Medal)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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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MANDELA PLOT

가제

: 만델라 작전

저자

: Kenneth Bonert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스릴러

* 데뷔작 『The Lion Seeker』로 수많은 상을 수상한 작가의 역사, 정치 스릴러
* “정서적으로는 감동을 주고, 지적으로는 도전하게 하는 세밀한 줄거리와 능수능란한 구성, 이미지
와 소리, 질감과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허둥대던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 – 팀 오
브라이언, 전작 『The Lion Seeker』에 보낸 찬사

남아프리카 전체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한 뜨거운 인종 갈등에 휩싸인 1980년대, 가장 부유
한 집안의 자제들만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몇 년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소년의 눈 앞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난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앵커처럼 말하고 미소 짓는 애나벨 저스틴 골드버그라는 이름의 여성이다. 사춘기 소년의 눈에
완벽한 여성의 전형인 애나벨은 자신도 모르게 백인의 특권의식에 젖어 있던 소년에게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일깨워주고, 같은 땅에 살면서 혹독한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뜨게 만
든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유대인 집안
에서 어릴 때부터 늘 가족과 분리된 존재처럼 느끼던 형 마커스의 영향력에 내내 묶여 있던 주인
공은 다정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미국 여성, 애나벨을 통해 갇혀
있던 우물의 한계를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의 변화를 시작으로 가족의 해묵은 비밀과 덮여 있던
죄악이 부활하며 집안 전체를 뒤흔들고, 소년은 허우적대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헤
맨다.
주변 친구들 중에 마틴 헬거가 솔로몬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공립 고등학교에 가서 꼬마 시절부터 늘 그랬듯 내내 붙어 다니리
라 예상했겠지만, 마틴은 형 마커스처럼 솔로몬 고등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삼총사처럼 온
갖 장난이며 게임이며 말썽을 함께 해온 아리와 패트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입학이 코 앞에
다가온 어느 일요일, 여느 때처럼 유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루한 설교에서 벗어나 풀숲에
서 놀던 중 덩치 큰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였다. 갈대 사이에서 담배를 꼬나 물고 있던 그
형들 중 한 명은 가까이 다가온 마틴 일행을 보며 히죽거리기 시작하더니, 물기 가득한 흙 바닥
으로 세게 밀어 쓰러뜨리고 상스러운 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대인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냐는
것이 그들의 요지였지만, 마틴은 왜 이런 부당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러다 형들이 솔로몬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곳 졸업반인 자신의 형, 마커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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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는 이름이 마틴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루한 줄도 모르고 괴롭히던
형들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더니, 일제히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다 장난이었다고, 제발
마커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는 쏜살같이 달아나버리기까지 했다. 마틴의 형이 솔로몬
에 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리와 패트릭은 처음 듣는 그 놀라운 소식에 기겁을 하고, 이
어 마틴도 그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리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뉴스에나 날법한 유명 인사와
재벌 집 자제들만 가는 그곳에, 폐기물이 잔뜩 쌓인 더러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같은 걸 모아
다가 다시 파는 마틴의 아버지가 대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학비를 감당한단 말인가? 하지만 순
진한 두 친구가 여태 알고 지낸 마틴과 마틴의 가족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비록 아버
지의 손은 험한 작업으로 성한 곳이 없고 얼굴과 팔뚝은 일년 내내 그을려 있지만, 가족들은 수
영장이 딸린 거대한 저택에 집안일을 돌봐주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틴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남다른 존재이고 앞으로 더욱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확신과 다짐
을 품기 시작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두 친구와 헤어져 기대했던 솔로몬 고등학교에 입학한 마틴은
그곳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야 했다. 형은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해서 공학을 전공
하기 시작했지만, 부모님 몰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군대에 자원입대를 해버렸다. 사실 형 나
이 때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커스 형은 대학 운동 팀 소속이
라 이미 면제자로 확정된 마당에 학교까지 때려 치우고 군인이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수께끼
그 자체였던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틴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미국에서 아름다
운 대학생 애나벨이 몇 주간 형이 떠나고 텅 빈 그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자연스레 형
의 군 입대 이야기를 하게 된 마틴은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떠오른 충격을 그대로 읽을 수 있
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이유와 함께 형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민자, 인종과 종교로 인한 무차별적인 폭압, 혁명, 정체성과 소중한 기억의 가치를 이야기
하는 이 소설은 비누방울처럼 얇고 투명한 막 속에 고립되어 있던 유대인 소년 마틴이 인류학을
전공한 애나벨과 가까워지면서 그 막을 스스로 부수고 세상으로 나와 남아프리카의 잔혹한 현실
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가족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예
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큼 다가서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적 갈등도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서 마틴이 보고, 듣고, 느끼며 성장해가는 모습은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저자 소개>
케네스 보너트(Kenneth Bonert)는 데뷔 소설 『The Lion Seeker』로 미국 내셔널 유대인 도서
상(National Jewish Book Award)을 비롯해 캐나다 유대인 도서상, 에드워드 루이스 월런트 상
(Edward Lewis Wallant Award)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 그레인(Grain) 」 , 「 피들헤드(The
Fiddlehead)」 등에 단편이 여러 차례 소개됐고 그 중 "Packers and Movers"는 저니 상(Journey
Prize) 결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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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DESIGNER

가제

: 디자이너

저자

: Marius Gabrie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소설

* 9월 아마존 ‘킨들 퍼스트’로 첫 공개 후 한달 반 만에 종이 책과 전자 책 합산 10만부 이상 판매
* 실존 인물인 크리스찬 디오르와 우연히 친구가 된 한 여성의 성장 과정과 전후 프랑스 패션계의 부
활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역사 소설

나치 점령에서 막 벗어난 프랑스 파리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여성과 패션 디자이너. 첫 만남
은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은 서로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발전하고, 높은 벽 안에 갇힌 듯 묶여 있던 두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다. 한 사람은 패션 저널리스트로, 다른 한 사람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마침내 길을 찾아가는 이
두 주인공은 바로 새빨간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구리’라는 의미를 가진 ‘코퍼’로 불리는 가상의 인
물과 지금까지도 명품 브랜드로 변함 없이 사랑 받는 크리스찬 디올의 창립자, 실존 인물인 크리스
찬이다. 마침내 다시 찾은 자유와 회복되지 못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던 파리의 생생한 풍경
과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프랑스인들의 회복 노력,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독 빛을 발하던 파
리지엥의 패션감각과 특별한 안목을 실제 역사와 허구로 적절히 버무린 역사 소설이다.
1944년, 결혼한 지 겨우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코퍼는 낯선 도시 파리에서 이혼을 떠올린다.
어쩌면 남편 에이버리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부모님이 동시에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대대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에이버리는 또래 청년들이 모두 2차 대전에 징집될
때도 듬직한 아버지 덕에 그 위험천만한 명단에서 제외되는 행운을 누렸다. 비슷한 부류의 여성들
과 달리 여러 면에서 개방적인 코퍼에게 홀딱 반한 그는 연애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서둘러 결혼하
자고 졸라댔고, 양쪽 집안의 반대에도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부부가 되었다. 종군 기자인
그가 전후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취재하러 파리로 떠난다고 했을 때 코퍼는 홀로 기다리기 싫다
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래서 이번에도 시아버지의 인맥이 동원되어 부부가 함께 프랑스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모험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 기회는 뜻밖의
처참한 실망으로 돌아왔다. 에이버리는 새벽까지 술에 절어 여자 립스틱이며 화장품을 잔뜩 묻힌
채 귀가하기 일쑤였고 그런 사실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와 함께하는 삶이, 앞으로는 지
금보다 곱절은 더 불행할 것임을 코퍼는 확신할 수 있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불행해하던 그때, 에이버리가 파리에서 가까이 지내던 공산당 당원 친
구가 코퍼에게 뜻밖의 인물을 소개한다. 경제적으로 잔뜩 쪼들린 파리의 재정 상황 탓에 해외 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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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머물고 있는 코퍼 부부도 식료품이며 생활용품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 예쁜 옷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였는데, 희한하게도 길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들은 하나같이 눈길을 잡아 끄는 멋진
드레스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녀들을 넋 놓고 보던 코퍼가 ‘드레스 한 벌만 있으면
좋겠네!’라고 푸념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의 프랑스 친구는 당장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어느 의상
실로 데려간 것이다. 입구부터 화려하고 멋진 옷들로 가득한 그곳의 상품들은 딱 봐도 가격이 만만
치 않아 보였지만 친구는 전부 ‘공짜’로 갖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의 호출에 불려 온 디자
이너는 나치 점령 시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군에게 옷을 만들어준 ‘반역자’로 제대로 찍힌 인물
이었다. 에이버리의 친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며 코퍼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며 드레스, 신발, 핸드백을 만들어주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디자
이너는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코퍼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부담되고 싫
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과 그 친구의 고집 탓에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와 대면하게 된다. 원래 소
유하던 의상실은 문을 닫고 남의 의상실을 빌려 겨우 연명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쩔
줄 모르던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 디올. 코퍼는 조용조용하지만 손만 닿으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대담하고 멋진 옷들을 만들어 내는 그와 가까운 친구가 되고, 그의 천재적 재능에 찬사를 보낸다.
에이버리의 부정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마침내 그와 완전히 갈라서기로 결심한 코퍼
는 미국에 돌아가는 대신 파리에 남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도 나설 줄 모르는 친구 크리스찬의 디자인을 자신이 나서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코
퍼는 에이버리의 조수처럼 그의 기사를 대신 타이핑해주던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직접 카메라와 타
자기를 들고 패션 저널리스트의 세계로 뛰어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퍼의 특별한 매력을 알아본
두 남성이 동시에 구혼을 해오고, 자유로워진 파리처럼 겨우 자신만의 자유를 찾은 코퍼는 진심으
로 원하는 것, 좋아하는 일,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인생의 기로에 놓인다.
코퍼와 크리스찬 디올의 이야기에는 전쟁으로 크게 망가진 도시를 되살리려는 파리의 노력과
오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고 옷을 만들다 해방 후 배신자로 낙인 찍힌 수많은 소설가,
시인, 디자이너들이 봉착한 현실이 함께 등장한다.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는 만큼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변절자들과 그러한 상황을 좋은 취재거리로만 여기는 에이버리의 태도는 당시의
냉혹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오랜 점령 생활이 남긴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투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패션과 페미니즘이 갓 피어난 시대의 모습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
는 역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우스 가브리엘(Marius Gabriel)은 베스트셀러 『The Seventh Moon』, 『The Original Sin』
등 여러 편의 역사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으로부터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읽다가는 음식을 홀랑 다 태우게 만드는 소설”을 쓴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캐슬 대학교에서 공부
하던 시절에는 서른 편이 넘는 진한 로맨스 소설을 가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런던과 카이
로를 오가며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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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 THE GROWTH OS

가제

: 성장 OS

(부제: 거대 기업을 재성장시키는 새로운 운영체제)
저자

: David Kidder, the Bionic Solution Team

출판사: Crown Business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장르

: 경영

*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그 자리에 멈춰버린 기업들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고 스타트업만큼 다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소개한 경영서

수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수백 억 대 규모의 자본 규모로 움직이는 거대 기업은 그 상태로
영원히 그 엄청난 덩치와 영향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일정한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으로 정말 안심해도 될까?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까? ‘6 시그
마’로 잘 알려진 품질개선 겸 경영기법이 30년 가까이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원칙으로 활용되고
최근 50년 사이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을 도와주는 경영 컨설턴트 분야가 급성장
한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포춘
(Fotune) 지 선정 500대 기업’으로 통칭되는 대형 업체들은 공통적인 벽에 부딪혔다. 바로 성장
이 멈춰버린 것이다. 처음 회사를 차리고 빠른 속도로 쑥쑥 키워낼 수 있었던 원동력과 방식은
모두 효력을 잃고, 서둘러 도입한 ‘6 시그마’ 기법과 컨설턴트들의 힘을 빌어 어느 정도 경영을
최적화할 수는 있었지만 안정을 찾은 대신 성장을 잃은 셈이다.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디
냐며 위로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크고 탄탄한 벽을 세우고 독점적인 영역
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그런 우위조차 누릴 수 없다.
곳곳에서 등장한 스타트업의 무서운 학습 능력과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면 멈춰버린 성장 시계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장이 멈춘 거대 기업도 다시 스타트업 못지 않은 성장이 가능하며, 경쟁
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거침 없는 추진력, 발 빠른 대응 능력으로 무
장한 신생 기업들의 눈에 정체된 대기업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커다란 먹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미 성장을 경험한 기업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바로 성장을 더 큰 성장으로 키워내는 요령,
기법,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회사를 키우고 성장시켜온 기업가

EYA NEWSLETTER
Wednesday, 6th, December, 2017

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DNA에 분명히 남아 있는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운영체제, “성장 OS”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성장 OS는 스타트업은 꿈도 꿀 수
없는 경제력, 시장에서 쌓아 올린 탄탄한 실무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늪에 빠진 것 같은 정체기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로 구성된다. 예전에는 분명히 먹혔던 성장 전략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이 등장한 아이디어들과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지 분석하는 한편, 바꿔야 할 부
분 혹은 영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찾아내어 돌처럼 굳어버린 악습이나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제거
함으로써 성장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단념 대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해묵은 방식을 평가하고 있
는 줄도 몰랐던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도와주는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탄생에 관한 이야기
1장. 전 세계 시장 중 탑 5에서 찾은 성장 한계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2장. 전체 시장(TAM)에서 전체 문제(TAM)로
3장. 알 수 없는 요소를 관리하는 법
4장. 배치된 자본
5장. 성장판
6장. 배우고, 평가하라
7장.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8장. 성장 과정에서 리더가 맞닥뜨리는 문제

<저자 소개>
데이빗 키더(David Kidder)는 기업가이자 30개가 넘는 회사에 앤젤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업
의 재성장을 돕는 독점 솔루션 개발, 제공 업체인 바이오닉(Bionic)의 공동창립자로 현재 CEO를
맡고 있다. 로체스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에는 「ID 매거진(ID Magazine)」으로부터 국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언스트 앤 영(Ernst and Young)’에서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됐다.

EYA NEWSLETTER
Wednesday, 6th, December, 2017

제목

: IN PRAISE OF WALKING

가제

: 두 발로 걷는 기쁨

저자

: Shane O'Mara

출판사: Bodley Head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

장르

:

건강 / 과학

*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판권 계약 체결
*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서서 걸으면서 인간이 획득한 엄청난 이점, 걷기가 우리의 건강과 창의성,
감정 관리, 삶의 행복 전체에 주는 영향을 뇌 과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모든 동물을 통틀어 인간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
들은 언어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꼽는다.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다른 동물들보다 길다
는 점도 빠짐 없이 거론되는 요소에 속한다. 그러나 그 어떤 ‘최신 뇌 훈련 게임’ 혹은 특별한 훈
련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튼튼하게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또 한 가지 요소는
그 목록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아프
리카 대륙에서 다른 곳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고, 덕분에 빙하로 가득한 알래스카
와 태앙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호주 사막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있었다. 또한 양손을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생각까지도 한층 더 자유로워졌다. 아일랜드 출신의 저명한 뇌
과학자인 저자는 이처럼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 걷기의 엄청난 이점을 인류 진화와 역사의 관
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현대사회에서 각종 중증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인류가 건강과 행복
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조목조목 설명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연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고정된 자세로 지낸다. 몸의 움직임도 줄고 모니터에 고정된 시선의 거리
마저 1 미터 이상 내다볼 일이 별로 없을 정도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기만 해도 우
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몸의 자세가 전체적으로 확 바뀐다. 몸통과 척추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수직 축이 되어 머리부터 다리, 발까지 하나로 이어진다. 앉아 있을 때 상체의 무게가 허리, 특히
꼬리뼈에 쏠리는 것과는 무게 중심이며 자세가 모두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 구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과 소화기관의 원활한 움직임을 돕고 뇌가 노화 단계로 접어들 때 브레이
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또한 걷기의 놀랍고도 중요한 기능이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공부
를 마친 뒤 에어로빅을 하면 학습효과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최근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뇌 기능 중에서도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을 개선시키고 뇌의 ‘가소성’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는 이처럼 걷기로 얻을 수 있는 신체적인 효과와 더불어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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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스처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언어 능력과 사회성의 발전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설명한다. 실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행동들, 예컨대 손을 잡고, 손으로 애정과 우정,
연민 등 감정을 표시하는 등의 몸짓이 인간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다. 저자는 걷기로 인해 자유로워진 사고 능
력이 인류의 생존과 창의력, 사회적 유대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토대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러한 이점을 생활 환경이 과거와 급격히 다른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신경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와 몸과 마음의 연결성에 이르기까지, 걷기의 무궁무진
한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했다.

<목차>
1. 머리말: 걷는 건 좋은 일
2. 아프리카를 벗어나게 해준 걷기
3. 걷는 법(1): 신체
4. 걷는 법(2): 어디로 갈까
5. 도시에서 걷기
6. 자연 속에서 걷기
7. 창의적인 걷기
8. 사회성을 키우는 걷기
9. 걷기의 단점은 무엇일까?
10. 맺음말: 신발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자 소개>
셰인 오마라(Shane O’Mara)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뇌과학 교수로 뇌 실험연구를
실시해 왔다. 유럽에서도 뇌과학 분야 우수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뇌과학
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저서로는 『Why Torture Doesn’t Work』, 『A Brain for
Business – A Brain for Lif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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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MOTIONS AT WORK

가제

: 감정이 살아야 일도 산다

저자

: Susan Packard

출판사: Tarcher/Perigee (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

분량

:

-

장르

: 리더십 / 자기계발

* 미국 케이블 TV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HGTV의 COO 출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리더 역
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저자가 이야기하는 업무 성과와 감정, 신뢰의 필수적 관계

1995년에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이 “IQ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저서를 발표하
면서 널리 알려진 ‘정서 지능(EQ)’는 교육 분야는 물론 산업 분야에서도 지식만으로는 성공이 보
장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웠다.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 학습이나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여하면서 형성하는 신뢰와 관계가 성공에 중대한 요소라는 것이 이후
다양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의 유명 방송사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내며 리더
로 활약해온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업무현장에서 EQ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이 책에서 3단계 전략으로 소개한다. 관리자와 조직의 일반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 성숙도(Emotional Maturity: EM)’를 높이고 손해 보거나 경쟁에서 밀릴 것을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일하는 대신 서로 믿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자가 제시한 전략의 목표
이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리더를 의미하는 EM 리더가 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현
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성은 물론 일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령을 배울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약점 잡힐 일이라고 여기
는 사람들이 많다.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하면서 미운 털이 박히거나 자칫 다른 사
람을 불편하게 할 만한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 현명한
처신으로 옹호를 받기도 한다. 저자는 경쟁과 냉혹한 평가가 시종일관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방송
사에서 오랜 세월 리더로 활약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나 조직 문화가 생산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
나 되려 생산성을 해치는 요소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단, 동료와 솔직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 감정을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로봇이 아닌 인간이
서로 모여 일을 하는 조직에서 감정은 즐거움, 더 나아가 일상 생활의 행복을 좌우하는 ‘필수’ 요
소이며, 즐겁게 일할 때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리더일수록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정서적 성숙도를 높이
는 방법인지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저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서적 성숙도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아를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의지를 갖고 남에게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 서로 믿고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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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팀이 함께 일하는 문화와 태도를 키우
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여러 사람을 이끄는 관리자가 확신과 연민을 바탕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그저 주어진 일이 처리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시에 해결하
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며, 성과로 구성원을 나누는 대신 서
로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형식적인 태도만 유지하며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
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에 새로운 통찰을 안겨줄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감정 갑옷을 벗어라 – 의지의 문제
1장. 신뢰하지 못하게 붙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2장. 두려움을 드러내고 치유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라
3장. 서구 사회에 막 생겨난 동양의 해결책
실전 연습: 의지
2부. 믿고 일하는 일터
4장.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라
5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단계
6장. EM 리더들이 조직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
실전 연습: 신뢰
3부. “우리”의 원칙을 수용하라
7장. 내가 쌓아온 커리어 이야기: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신뢰의 가치
8장. 당장 끼어들 채비가 된 자존심 점검하기
9장. EM 리더들이 멋진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4장. EM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
(이하 생략, 총 11장, 맺음말, 부록 A, B로 구성)

<저자 소개>
수전 패커드(Susan Packard)는 HBO, CNBC, HGTV와 같은 미디어 브랜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해 왔다. 스크립스 네트워크 인터렉티브(Scripps Networks Interactive)의 공동 설립자
출신으로 HGTV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TV 역사상 케이블 채널로는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도록 이끌었다. 저서로는 『New Rules of the Game: 10 Strategies for Women in the
Workpla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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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RUE STORIES AND OTHER ESSAYS

가제

: 실화와 에세이

저자

: Francis Spufford

출판사: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년 9월 29일
분량

: 36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저자의 지성은 수많은 무기를 가진 힌두교의 신을 떠올리게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자라난
싱싱한 나무를 찾아 과일이며 나비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 「뉴욕타임스」
* “저명한 에세이 작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다룬다. 독서광이 즐기던 간식과 정찬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같다." –
「커커스 리뷰」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진실 혹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설과 비소설은 전혀 다른 분야이고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영향력도 완전
히 다를까?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에세이 작가, 소설가, 도서 리뷰어로 활동해온 저자는
직접 읽고, 쓰고, 분석해온 무수한 텍스트를 토대로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논픽션 작가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하는데, 무엇이 적절한 방법일까?
소설가는 독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 속에 구축해야 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그
러한 상상의 세계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비슷한 이치로, 종교적인 믿음은 종교가 이야기하
는 세계를 진실로 수용하게 하지만 자신이 믿는 그 진실을 입증할 수는 없는데, 논픽션과 소설에
각각 필요한 상상력이 그 이야기 속에 모두 담겨 있을까?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상상력, 상상
의 결과물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진실, 저자는 중세시대에 등장한 ‘무릉도원’의 전설부터 C. S 루
이스의 작품에서 드러난 기독교적 속죄, 이란의 시아파 종교지도자 호메이니 아야톨라의 묘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총 37편의 에세이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이야기한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블로그에 처음 게시했던 글부터 정식 기고문으로 쓴 내용, 책
리뷰와 특집 기사로 게재된 글, 강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 출처에서 가져온 에세이를
대부분 다듬어서 펴낸 이 에세이 모음집에는 주제와 출처만큼 다채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방
대하고 열정적인 독서의 결과부터 최신 기술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비롯해 셜리, 제임스 본드,
찰리 채플린, 셰익스피어, 애덤 스미스, 프랜시스 베이컨, 피노키오, 오스카 와일드 등 문화적으
로 중요한 실제 인물과 상상 속 존재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직접 쓰거나 등장하는 작품 속에서 저
자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과 통찰을 제시한다. 신 무신론자의 ‘엄격한 금욕주의’에 반대하는 기
독교의 입장을 직접 대변한 글부터 정글북, 남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워낙 주제가 광
범위해서 도저히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이 40여 편의 에세이에는 그러나 분명하고 확고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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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 있다. 바로 회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지만 ‘과학’이 주는 힘과 영향을 인정하고, 상상의 산
물이 절대 재현될 수는 없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좁고 엄격한 기준으
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분리하려는 시대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
시했다는 점도 저자가 일관되게 전하려는 메시지다.
정확한 과학을 신뢰하되 무엇도 영원히 하나의 틀 속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유연한 사고로 글은
물론 기술, 주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음을 일깨워준다.

<목차>
머리말: ‘진정한 이야기’
추위
- 겨울 밤 / 얼음 / 최악의 여행 / 새클턴 외
빨강
- 시베리아 저널 / 소비에트의 시대 / 풍요로움 외
신성한 영역
- 친애하는 무신론자들께 / 도킨스의 의견에 반대하다 / 금욕주의자 외
기술
- 미분기 / 과학자
출판물
- 절반의 찬사 / 키플링의 정글 / 로빈슨의 화성 / 놀라운 테렌스 외

<저자 소개>
프란시스 스푸포드(Francis Spufford)는 런던 대학교에서 영어와 비교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다
양한 논픽션을 발표하여 큰 찬사를 받았으며 소설 『Golden Hill 』로 올해 코스타 데뷔 소설상
(Costa First Novel Prize)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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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UNOFFICIAL HARRY POTTER INSULTS HANDBOOK

가제

: 마법사답게 모욕 되갚는 법 - 비공식 해리포터 가이드북

저자

: Birdy Jones, Laura J. Moss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2년 10월 17일
분량

: 64 페이지

장르

: 유머

* 독일 판권계약 체결, 2012년 출간 후 특별한 마케팅 없이 아마존에서 5만 부 이상 판매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해리 포터 팬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해리포터 식’ 왕따
혹은 괴롭힘 대처 방법

등 뒤에서 자꾸만 히죽대고 놀려대는 못된 아이들이 있다면? “디멘터와 마주칠 때마다 너의 이
런 행동이 떠오르는구나.”라고 쏘아줘라. 친구인 척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교
활한 친구가 거슬린다면? “지금 네가 네 번째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걸린 건 알고 있니?”라고 꼭
얘기해줘라. 뭐든 다 아는 체 하는 친구 때문에 피곤하다면? “변신술 수업에서 넌 절대로 O.W.L
을 통과할 수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얼굴이 그 모양이겠니?”라고 알려줘라. 이게 대
체 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있는 해리포터의 팬들이라면 분명 뜨거운 관심을 보일 만한 특별
한 지침서가 있다. 집요하게 해리포터와 친구들을 괴롭히던 말포이와 썩 영리하지도 못한 방법으
로 못살게 굴던 두들리처럼 현실 세계에서 자꾸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 때문에 괴로울 때 써
먹을 만한 ‘해리포터 식’ 대처 법 혹은 훌륭한 마법사라면 익혀두어야 할 기술을 총 정리한 그림
책이다. 5년 전 처음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5만 권 이상 판매된 이 독특한 지침서에는 마법사들
이 사는 세상에도 얼마나 오래 전부터 말 안 듣고 가만 있는 마법사를 건드리는 골치 아픈 존재
들이 많았다는 설명과 함께, 남들 괴롭히길 좋아하는 못된 마법사를 한 눈에 구별하는 요령부터
쓸데없이 당당한 이들과 마주 섰을 때 올바른 태도와 부적절한 태도도 함께 알려준다. 모든 정보
는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하고 요긴한 정보를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각자 레번클로와 그리핀도르 소속이라고 밝힌 두 저자는 호그와트 7학년 생이 볼 수 있는
N.E.W.T(고난이도 마법사 시험)를 준비 중인 우수한 마법사부터 이제 막 호그와트 입학 편지를
받아 든 신입생까지, 누구든 시도해볼 수 있는 대비책과 방어 마술, 공격 마술을 소개한다. 특히
매일 들들 볶는 정말 싫은 사람에게 그만하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부당한
놀림과 비난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격 마술을 엄선해서 제시한다.
그리핀도르의 용기, 레번클로의 영민함, 슬리데린의 냉철함을 두루 갖추고 어떤 못된 마법사가
다가와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효과적인 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해리포터는 1997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수백만 명의
팬을 거느린 아이콘이 되었다. 시리즈가 종결된 지금까지도 매해 새로운 팬들이 생겨나 오랜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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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만들어낸 마법의 세상에 열광하고 있다. 해리포터 요리책, 컬러
링 북과 같은 파생 도서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 두터운 팬들은 물론 해리포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발한 팁과 이야기에서 얼
마든지 즐거움을 느낄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못된 마법사의 역사
자책은 그만
못된 마법사 구별법
올바른 대처를 위한 팁
마법사다운 공격을 배우기 전에 테스트 하나
선택된 자
공격력을 소환하라!
괴물
실전 응용 퀴즈
유용한 도구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버디 존스(Birdy Jones)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써온 작가로 『Mister Cool』, 『Blossom
Plays Possum (Because She’s Shy)』 등을 발표했다.

로라 J. 모스(Laura J. Moss)는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Adventure Cats』로 베스트셀러 작
가 대열에 올랐다. 평소에는 길 잃은 고양이를 구출하고 YA 소설을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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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EADERSHIP RESULTS
가제: 리더십 성과
저자: Sebastian Salicru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392 페이지
장르: 경영

* “리더십을 스스로 고양시키거나 조직의 리더십 향상을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
야 할 책” – 베스트셀러 『TRIGGERS』 의 저자 마샬 골드스미스
* “불확실성에서 심도 있는 이해의 단계로, 애매함을 민첩함으로 바꾸는 능력은 오늘날 리더십이
직면한 큰 숙제다.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툴을 제공한다.” – 베
스트셀러 『Leadership from the Inside Out』의 저자 케빈 캐시맨

전 세계 다양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가운데 스스로 회사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작 13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통계나, 세계적인 각 분야 전문가 1,500명 중 86
퍼센트가 리더십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결과를 봐도 별로 놀랍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불신과 의혹, 의견차이는 이미 리더십을 가로막는 3대 요소가 되고, 리더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나 현실,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성원들의 참여
의욕이 바닥을 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복잡하기만 하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온갖
리더십 개발 모델이나 전략 대신 리더십의 기본으로 돌아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이 책에
서 제시한다. ‘리더의 역할’로 고착화된 기존의 생각이 왜 부적절한지, 수십 억 달러 규모에 달하
는 리더십 개발 산업이 그다지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새
로운 시대, 계속해서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기술, 경영 기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힌 모델이다.
리더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진실되고 존경할 만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공감할 줄 알고 스스로를 조직
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또한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나서서 논의를 주도하고, 독단적으
로 해결하기보다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어쩌면 지극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왜 업
무 현장에서 구체화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개발한 ‘리더십
성과(Leadership Results)’라는 모형을 소개하고, 리더십의 본질과 기능부터 다시 생각해볼 기회
를 제시한다. 허울뿐인 리더가 아닌 실제로 조직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먼저 앞장서서 행동하기 위한 자세, 변
화에 편승하기보다 조직의 생리와 특성에 맞는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기술, 안이한 태도로 인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기존과는 다른, 더 발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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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나아가기 위해 리더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수의 사례 분석에서 얻은 결과와 학계의 연구 결
과, ‘리더십 성과’ 모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비즈니스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저자의 남다른 시선이 반영된 새로운 리더십 모형에는 구성
원 개개인이 자진해서 회사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주인 의식’을 키워주는 동시에 강력한 리더
와는 별도로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셀프 리더십’을 키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상황에 맞는 리더십
1. 대인관계의 숨겨진 기능
2. 리더십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
3. 지도 없이 이끄는 길: 센스 있는 리더
4. 사각지대와 순진무구한 리더십 모델
5. 우리 시대에 필요한 효과적인 리더십 모델
2부. 셀프 리더십과 리더의 개발
6. 리더십의 시작
7. 셀프 리더십과 리더의 개발
8. 덕목, 감정, 그리고 상징성이 주는 강점
9. 동기와 자발적인 참여
3부. 총체적인 리더십 개발
(이하 생략, 총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세바스티안 살리크루(Sebastian Salicru)는 경영 컨설팅 업체 PTS 컨설턴트(PTS Consultants)
의 창립자로 전 세계 여러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