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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생존자

장기간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이 책은 그러한 위기 속 인간의 생존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과 육체에 극단적인 손상을 입고도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의연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파헤치려는 대상으로 집단 강제 수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의 인간, 그곳을 체험하고 그 만행을 

견디어 내고 세계에 증언하기 위한 돌아온 사람들로 잡았다. 

저자는저자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방식과 생존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런 상황에서의 생존은 결코 되는대로 삶을 부지하는 

부도덕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조직적 경험에 

의해서라는 걸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의 목적이 그 생존 방식의 

구조를 명확히 밝히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추사의 마지막 편지, 나를 닮고 싶은 너에게
이 책은 ‘인문실용소설’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씌어졌는데요, 삶, 

사람, 사물을 대하는 추사의 지혜를 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화자인 김정희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론 또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인문서와는 다른 느낌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소리
나는
책 

필름 속을 걷다

생존자의 배경이 되었던 오슈비엥침과 비르케나우라는 제2

수용소까지 갔다 왔던 경험이 저한테 무척 강렬한 경험이어서 

그때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제가 영화를 테마로 해서 여행 다녀온 책을 총 3권 썼는데, 그 

중 <필름 속을 걷다>라는 책의 쉰들러 리스트 편에서 방금 전 

얘기했던 곳을 다녀온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요. 그 배경인 

크라쿠프를 다녀왔던 부분 전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쿠프를 다녀왔던 제 여행기입니다.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출간하시는 책마다 독특한 주제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음식’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는?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책을 보다가 어떤 특정 장면에서 음식이 

주는 모티브가 궁금해졌다. 그렇게 하나씩 찾다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되어버렸다

러시아 대문호들이 음식에 탐닉한 이유는 뭘까요?

음식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을 갖고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톨스토이,솔제니친 등 책 속에 참 많은 작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은?

푸시킨이다. 소박한 식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먹는 행위를 좋아하고, 그에 관한 잠언도 

많이 남긴 인물이다.‘점심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녁까지 미루지 마라’같은.

러시아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밀전병 같은 것인데, 러시아 팬케이크라고 불리는‘블린’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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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것에 관하여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인간이력서

과잉연결시대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 행복을 찾아서 

신경숙이 들려주는 26개의 짧은 단편

수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24시간 만인에게 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

인류 역사 속에 숨겨진 폭력의 실체 

내가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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