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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자를 만나다

이동진 여행 에세이 특집

삶에 대한 가장 흔한 비유 중 하나는 아마도 여행일 겁니다.

’  

우린우린 우주 어딘가로부터 이 지구에 도착했구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누구나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천상병 

시인도 삶을 그래서 소풍이라고 표현했던 거겠죠. 그 과정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딘가로어딘가로 떠나기 더없이 좋은 계절,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간책방’1주년 특집으로 제가 쓴 3권의 여행에세이 <

낯선 거리에서 영화를 만나다><필름 속을 걷다><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와 함께 여행과 글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에디터 통신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
베스트셀러『가슴이 시키는 일』로 10만 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김이율 작가가 이번에는 절망의 순간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워 성공한 스물세 명의 감동실화를 들려줍니다. 

전신마비 장애 아들과 함께 철인3종경기를 완주한 딕 호이트, 

뇌성마비임에도 영업왕이 된 빌 포터 등 인생의 시련을 당당하게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에도 희망을 믿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로저 에버트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가 썼던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영화평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로저로저 에버트는 말년에 암으로 턱을 잃었죠. 그래서 흉하게 

일그러졌음에도 책의 표지는 그 모습 그대로 쓰고 있어서 

굉장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담담하고 성숙한 시선이 인상적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엄마에 관한 책을 낸다는 것은 신기한 축에 속합니. 

편집장님께 엄마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라지지 않게 꽉 붙잡는 것,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스 레터'를 쓰는 것과 책을 내는 것의 차이는? 

평소 친구들을 집에 불러 놓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놀다가, 어느 날은 신선로나 

공이 많은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것,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글마다 독특한 비유와 시선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글로 표현할 때 염두에 두시는 점이 있다면?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앞의 대상이나 이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얻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명함대비가 끝내줍니다. 어머니는 근면하고 정직하고 검약스러운 반면 

저는 소비에 대해 충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김 박사는 누구인가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

나라는 여자

이야기의 기원

젊은 재담꾼 이기호의 세 번째 소설집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발전’

흥미진진, 기상천외한 실전 잠적의 기술

   상처는 지극히 인생에 상냥하다!

 스토리텔링 유전자의 탄생과 인간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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