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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빨간책방 문을 열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서의 소설에 대한 얘길 했었는데요.

‘책 임자를 만나다’ 오늘 다룰 소설이야말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토니라는토니라는 주인공 화자가 에이드리언이라는 명민했던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고, 40년쯤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후 그 

자살한 친구의 일기장이 자신 앞에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친구에게 보냈던 한 통의 편지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량분량 자체는 길지 않지만 이 책에 담긴 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책 속의 단어와 문장, 심지어 문장부호 하나까지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시간’과 ‘기억’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에디터 통신

좋은 기억의 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왔습니다. 반면  <좋은 기억의 힘>은 자신의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억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을 

조종하고 마음껏 활용하는 삶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기억의 힘>과 함께 지금까지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 즐거운 내일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소리
나는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책, 임자를 만나다’에서 소설을 다룰 경우, ‘소리 나는 

책’에서도 그 작품을 읽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서술이 무척 인상적인 책이기도 하구요. 

첫첫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얼핏 보면 쭉쭉 적어 내려간 것 

같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마지막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니나 인터뷰
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

스마트폰 다음 시대가 올 것임에도,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독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계, 손목시계, 안경 등 보다 많은 기기들이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에 연결될 

겁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ICT, 정보 통신 기술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검색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태블릿과 스마트폰, 여기에 통신사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혁신을 게을리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과 적절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을 집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와 개인이 이런 변화 속에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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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언어 감각 기르기

귀향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도쿄 산책자

사소한 것까지,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라!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이는 톡톡 튀는 대담집

《책 읽어주는 남자》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소설

   150명의 거장들이 벌이는 맞장 토론! 

 《고민하는 힘》 강상중 교수, 도쿄를 새롭게 사유하다! 

내가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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