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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김영하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너의 목소리가 들려』

는『검은 꽃』『퀴즈쇼』를 잇는 ‘고아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이다. 스스로 우울 속으로 걸어들어가서 쓴 고아들의 

이야기, 커튼을 내린 방안에서 녹음된 빗소리를 들으며 

골방에서 써내려간 이야기이다. 

그래서일까?『너의그래서일까?『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기저에는 슬픔의 

덩어리가 몸을 낮추고 한껏 웅크리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독자가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마다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키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어느 순간 독자를 슬픔으로 

물들인다. 그리하여 독자는 이 슬픔과 한 덩어리가 되고 만다. 

눈물 흘리는 장면 하나 없이 이루어내는 슬픔의 미학, 이것을 

김영하식 슬픔이라고 부를 수밖에는 없겠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하워드의 선물
누구나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지요. 

『하워드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미국 경영학계의 

대부이자 하버드대 최고의 교수 하워드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놀라운 깨달음과 삶의 지혜들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단편적이고 제한된 생각에 반전을 주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소리
나는
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소리 나는 책’ 코너에서는 ‘김영하 작가님의 두 권의 

책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인 <옥수수와 

나>의 대목들을 읽어드릴텐데요. 김영하 작가님, 워낙 낭독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이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프롤로그를 읽어주시니까 

더 각별한 느낌이 드네요. 다른 팟캐스트 방송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언제부터 유럽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준 역사만화에서 시작됐다. 성격상 책을 읽으면
 10번씩 반복해서 읽는 성격이다 보니 고등학교쯤 되니까 역사가 말하는 바,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심이 생겼다. 

언제부터 유럽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단지 나폴레옹, 로베스 피에르처럼 인물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통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해보고자 했다.

작업하면서 예전의 유럽사에서 현재의 유럽으로 이어지는 
흐름들도 느낄 수 있으셨나요?

물론이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다른 면들이 많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 배경에는 결국 역사적인 이유들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조금은 삐딱한 한국사' 를 쓴다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굳이 쓴다면 더 삐딱하게 쓸 것 같다. 80년대부터 유행했던 관점, 상고사의 제국론을
다 뒤엎고 싶다. 잘못된 생각이다.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채식의 배신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클린트 이스트우드, 거장의 숨결 

어째서 ‘채식주의’는 윤리적인가! 

불편해도 알아야 할 채식주의의 두 얼굴

다시 가보고 싶은 그곳, 매혹적인 지방도시 순례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낸 클린트 이스트우드 평전

영화 인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24편의 인터뷰 

내가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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