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임자를 만나다

쳇 베이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개빈이 20세기 최고의 

트럼페터 중 한 사람이자“My Funny Valentine”으로 잘 알려진 

쳇 베이커를 조명한 전기이다.“My Funny Valentine”으로 잘 

알려진 쳇 베이커는 우수에 젖은 서정적인 연주 스타일과 달콤한 

사탕 같은 목소리로 유명한 그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대중 

스타였지만, 쳇 베이커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평생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독과 방황 그의 삶이었다. 그는 

마약을마약을 살 돈을 벌기 위해 연주를 했고 마약을 구하기 위해 아내로 

하여금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게 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잔혹한 인물이었으면서도 소름끼칠 

만큼 진한 감동을 안겨준 음악을 남긴 쳇 베이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쳇 베이커의 행적을 따라가는 팩션의 형식을 통해 사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는 책이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오늘, 뺄셈
수많은 덧셈이 성공의 증표라도 되는 것처럼 부산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전작 

<사랑을 배우다>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풍경들을 세심하게 살폈던 

작가 무무는 이제 그만 잠깐 멈추어 서서 마음에 쉼표 하나를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오늘, 뺄셈의 삶을 

시작한다면 인생의 밑그림을 매일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소리
나는
책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제 생각에 전경린 씨는 국내에서 연애소설을 가장 잘 쓰는 작가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읽을 때마다 열정과 권태 등의 감정을 

어쩌면 이렇게 잘 담아서 그려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변영주 감독의  ‘밀애’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래도 

역시 소설이 더 좋아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던 여성이 

마을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겪게 되는 사랑이야기입니다.  

오늘은오늘은 작가의 말부터 읽어드릴게요. 전체를 통괄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라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소로우는 어떤 사람이고, 그의 대표작‘월든’은 어떤 작품인지?

소로우는 스스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가난하지만 
자존심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월든’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 같다. 

도시를 떠나 10년간 시골에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다. 그때‘월든’을  만났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 10년 정도 시골에서 생활한 것 자체가 가장 큰거기서 용기를 얻어 10년 정도 시골에서 생활한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거칠게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내 안에서 중심을 찾고, 사랑하면 된다. 그럼 세상과 관계 맺는 것도 편해진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책을 보면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한 구절!

젊은 날의 나젊은 날의 나는‘월든’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을‘월든’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겨우 안다. 어딘가 가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 설령 그곳에 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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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의  빨간 책방 광고문의 :031)936-4108 kaikun@wisdomhouse.co.kr



이동진의 빨간책방  NewsStand Digital Magazine

Vo l . 01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리러 갑니다 내가 산 책

이동진의 빨간책방 3월호(창간호) Copyright © 위즈덤하우스. All Rights Reserved.

매거진 미리보기

아이폰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으로

거듭 났습니다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1 다운로드

이동진의 빨간 책방
       디지털 매거진 런칭!!

https://itunes.apple.com/us/app/idongjin-ui-ppalgan-chaegbang/id604773582?l=ko&ls=1&mt=8

	21_1
	21_2
	21_3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