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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준 작품으로, 호쾌하고 농탕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 

조르바는 실존 인물로서, 카잔차키스는『영혼의 자서전』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힌두교도들은「…힌두교도들은 '구루(사부)'라고 부르고 수도승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을 것이다…. 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공부하는 인간 
“인간은 왜 죽도록 공부하는가?”이 짧은 질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KBS 글로벌 대기획으로 2년여의 기획,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오늘날의 ‘공부’를 

만들어낸 세계 각 문화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라별 공부법에 끼친 영향과 공부법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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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  조르바 

 사실 조르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중혁 작가님도 언급하셨지만 조르바와의 

대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 조르바>는 묘사력도 참 좋은 

소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마을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출장을 가서 조르바가 약간의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서 시일이 

늦어지자 조르바가 편지를 보내오지요. 그 부분도 

읽어드리겠습읽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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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없는 것들

미국 대통령의 역사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

자연 모방 

비자나무 숲

사라져가서 아쉬운, 이젠 소중히 챙겨둬야 할 것들

우리는 퇴임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시인 특유의 감성과 개성들이 묻어나는 63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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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의 힘에 밀려 살아온 운명들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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