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 Extra-Ordinary Beginning! 최초의 여성 영웅 주인공 탄생 

 

(프라하 2012년 11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새로운 종류의 슈퍼 영웅을 그린 A.D. 

Winch의 첫 소설 “An Extra-Ordinary Beginning”이 발간됐다. 전형적인 슈퍼영웅(바지 위에 

속옷을 입은 백인 성인남성)에 질린 전 세계 아동과 성인들은 이 소설이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여길 것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48-AD-winch-novel-an-extra-ordinary-beginning  

 

Ursula와 Eric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인물들이며, 독자들도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출신인 Ursula는 피부색, 국적 또는 인종에 상관없이 여자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중요한 슈퍼 영웅이 될 전망이다. 여자가 조수나 부차적인 줄거리로 치부되는 장르인 슈퍼 영웅 

이야기에서 전체 시리즈의 주인공인 여성 인물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인 교육을 

받은 Eric이 별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말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 중인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정한 국제 시민이라 불릴 만한 영웅을 맞이할 것이다. 
 

이들이 가진 초능력은 인간에게 가능한 능력이다. 90년 전 여자 100미터 세계 최고 기록은 

13.6초였고, 남자는 10.4초였다. 당시 11초나 10초 벽을 깨는 것은 불가능으로 여겨졌으며, 오직 

초인적인 사람만이 그 벽을 깰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11초나 10초 대는 세계적인 

수준의 단거리 선수들에게 있어 기본 성적이다. 이들은 예전 선수들이 초인적으로 분류한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Eric과 Ursula의 초능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연습을 통해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독자들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아마존에서는 이미 “흥미로운 책”, “정말 가치있는 데뷔작”, “환상적인 책” 등과 같은 서평이 

나오고 있다. 
 

“An Extra-Ordinary Beginning”은 반전, 흥미 및 빠른 액션으로 독자들을 흥분시키며, 

독자들이 “The Adventures of Eric and Ursula”를 더 읽고 싶게끔 만드는 굉장한 책이다.  
 

작가 A.D. WINCH 소개 

영국 출신인 A.D. Winch는 트란실바니아, 전쟁으로 피폐한 스리랑카 및 스위스 강입자 충돌기 위 

등지에서 살았다. 그는 현재 거대한 아기들로 뒤덮인 탑이 내려다보이는 프라하에서 살고 있다. 
 

A.D. Winch는 아동 희곡을 썼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공연되고, 두 편의 

영화(“Seagulls”과 신비로운 다큐멘터리 “Your Baby Disappeared”)로 제작됐다. 
 

그는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출처: A.D. W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