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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김 박사는 누구인가?

우리 시대 젊은 재담꾼 이기호의 세번째 소설집. 신작 『김 

박사는 누구인가?』에는 제11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 「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을 비롯한 여덟 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이번 소설집은 작가가 기억과 기억 사이의 공백을 

이야기로 보수해가면서 삶과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야기꾼으로서의이야기꾼으로서의 색조를 유지하면서도 서사와 문장의 열기를 

유연하게 다스린 점 또한 이전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와 사뭇 달라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여자는 목소리로 90% 바뀐다
2009년 목소리 트레이닝 열풍을 일으킨 우지은 보이스 컨설턴트가 

목소리 하나로 여자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비법을 전하는 책입니다. 

기본적 호흡/발성/발음의 원칙과 억양/어투/공명의 정도를 조절

하는 법이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되는데요.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취업을 원하는 분들,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 드립니다.



김 박사는 누구인가

오늘 ‘소리 나는 책’에서는 <김 박사는 누구인가>에 수록된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먼저 읽어드릴 구절은‘내겐 너무 윤리적인 팬티 한 

장’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소설인데요. 

지금 읽어드릴 구절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호 작가 스타일에 가장 비슷한, 유머러스한 부분이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갔는데 워낙 

짧은 반바지를 입어서 그게 반바지인지 팬티인지를 놓고 슈퍼 

여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나 인터뷰
지면서 이기는 관계술

전작인 <사람을 읽는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인 방법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책 <지면서 이기는 관계술>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단서와 효과, 요소들이 조합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 이후의 

전략을 알려드리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얘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관계술의 고수인 이태혁 씨에게도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유독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분들이라든지 수비적이거나 폐쇄적인 분들이 더 어려운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도, 사람도 내 뜻대로 이끄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이미지를 조금 정확하게 고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지면 상대는 혼돈스럽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모든 사람을 내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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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이탈리아 기행

고경원의 길고양이 통신

거대한 역설

영국남자의 문제

숫자의 문화사

이탈리아와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의 모든 것 

길고양이에게도 제각기 사연이 있고 삶이 있다

모두를 위한 '착한 개발'은 불가능한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정체성과 경계에 대한 유머소설

이제껏 무시되다시피 했던 수 시스템의 색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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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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