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redom or Love till the Very End’, 사랑의 열정 이어가게 만드는 방안 소개 
 
(리가, 라트비아 2016 년 1 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요즘 전체 결혼 중 절반이 
이혼으로 끝나며, 주된 이혼 사유 중 하나는 성적 욕구불만이다. 이는 프랑스, 영국 및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10151-boredom-or-love-till-the-very-
end/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3 년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사랑이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소설의 저자 Andrey Rider 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바로 부부의 침실에 다시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의 소설 ‘Boredom or Love till the Very End’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결혼 
생활에서의 친 도’에 초점을 맞춘다. 관계 안정성을 지키는데 있어 성관계는 어떤 도움을 
주는가?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Boredom or Love till the 
Very End’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믿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솔직하고 도발적인 
책이다. 대부분의 평생 커플들은 이 문제에 직면한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유일한 
여자가 되고 싶은 여성들이라면 이 책을 흥미롭게 볼 것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심리학자 Daria 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녀는 심리학자로서 성관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사랑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기 싫은 그녀는 행동에 들어간다. 그녀는 그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다. 
 
이 소설은 성인 독자를 위한 책이다. 영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로 출판된 이북 버전은 
온라인 매장 andreyrider.com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소개 
Andrey 는 오랜 세월에 걸쳐 평생 커플들의 친 한 관계를 다뤘다. 그는 픽션 작품을 
저술하는 동시에 친 한 결혼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조 전략들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8 년 동안 그의 전략들이 사용됐고, 수만 커플들의 그 전략의 덕을 봤다.  
 
저자의 다른 작품들  
- Looking Through the Curtains - 삽화를 포함한 에로틱한 이야기 모음집 
- Antidepressant - 여성의 성 관광과 성 자유에 관한 단편 소설  
- FANTY - 개인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침대에서 따분함을 
몰아내는 독특한 성인 게임 시리즈 
- 600 가지 성관계 체위를 그림으로 묘사한 카탈로그 - 독특한 성적 시나리오 세트 
- Keyhole Secrets - 200 가지 성적 역할극 게임 시나리오를 담은 모음집. 세계에서 
가장 큰 에로틱 판타지 모음집 
 
Andrey Rider 에 관한 추가 정보는 andreyrider.com 을 참조한다. 
 
문의처: info@andreyrider.com 
 
출처: Valento Projects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