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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무라세 다케시, 모모,
2022.5)

““아직 못다 한 말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봄이 시작되는 3월, 급행열차 한 대가 탈선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수많은 중상자를 낸 이 대형 사고 때문에 유가족은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 연인을
잃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니시유이가하마 역’에 가면 유령이 나타나 사고가 일어난
그날의 열차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것. 단 유령이 제시한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죽게 된다. 이를 알고도 유가족은 한 치의 망설
임도 없이 역으로 향한다. 과연 유령 열차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기 전,
사람들은 무사히 열차에 올라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을까.
틱톡에 소개되어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크게 입소문이 난 화제작.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단숨에 독자를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무라세 다케시의 소설로,
작가의 여러 작품 중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으로써 작가가 쓴 작품 중 단연코
손꼽히는 판타지 휴머니즘 소설이다.

「당신에게 무슨일 있나요?」
(브루스 D. 페리 ,
오프라 윈프리, 부키,
2022.4)
<오프라 윈프리와 아동 정신의학자가
나눈 트라우마와 뇌, 치유와 회복탄력성에 관한 대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의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아무리 애써도
더 나빠지기만 할 때, 나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짓눌릴 때,
우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답답한 얼굴로 이렇게 묻는 것만 같다.
“넌 대체 뭐가 잘못된 거니?” 그러나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
과거에 당신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과 상처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때로 평생
지속되는 흔적을 남긴다. 오프라 윈프리와 아동 정신의학자 브루스 D. 페
리 박사는 질문의 방향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바꿈으로
써 문제의 진짜 원인과 답을 찾을 수 있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같은 마음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트라우마와 치유를 주제로 두 사람이
30년 넘게 눈높이를 맞춰 가며 나눠 온 대화가 압축되어 있다.
오래도록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싸워 온 오프라가 건네는 따뜻한 공감
의 언어와 아동 트라우마 전문가 페리 박사가 제시하는 다정한 과학적
통찰이 다소 무거운 주제와 익숙하지 않은 뇌과학, 정신의학 개념들을
넘어 우리를 각자의 내면 깊은 곳으로 이끈다. 트라우마가 우리 뇌와 몸에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에 이르는 길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줄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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