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오랜만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다룹니다. 

청취자청취자 분들 중에 ‘고전 다뤄 달라’ 요청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구요. 최근 영화 개봉과 함께 ‘스크린셀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저희도 시류에 편승,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죠.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이라 

국내에서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최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개츠비 역을 맡은 동명영화가 

개봉되면서개봉되면서 다시금 큰 관심을 받았죠. 영화 개봉과 함께 

출판사들 번역 전쟁, 출간 경쟁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힌 번역본 세 가지를 함께 

다뤄보는! 사상 초유의! 일견 재미나 보이지만 무모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를 해 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뭘까요? 아마 

‘관계’일 겁니다. 『채근담, 돈이 아닌 사람을 번다』는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고전 <채근담> 속에서 찾아낸 사람을 얻는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범리, 맹지반, 포청천 등 중국 고전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오늘 소리 나는 책에서는 <위대한 개츠비>의 구절을 읽어드리

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3가지 번역본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3개의 서로 다른 번역자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츠제럴드의 뛰어난 문장들도 즐기시고 

번역자의 개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뉘앙스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김영하 씨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먼저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김영하 씨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

습니다. 이 부분은 드디어 데이지와 5년 만에 재회하게 된 

개츠비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번 책은 제목이 유달리 긴데요. 제목의 의미와 이번 책에서 선생님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위로의 내용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발이 묶인 생활인으로서의 독자들이 어떤 여행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한번쯤 혼자 여행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이상 혼자 잠도 자고 

바닷가도 거닐어보고 밥도 먹다보면 자기도 몰랐던 또 다른 자신과 만날 수 있거든요.

여행가실 때 마다 꼭 갖고 가시는 물건이 있다면?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모카포트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휴대용버너와 

커피가루도 챙기고요. 

그동안 다니신 많은 여행지들 가운데, 어떤 곳의 풍경들이 좋으셨는지요? 

오직 제주도에만 있는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는데 양치식물과 활엽수, 이끼식물들이 

어우러져 울창한 밀림을 걷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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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의 역사

코스모폴리스

앨런의 전쟁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비평의 길을 열다

권 태

차이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의 첫걸음 

21세기 새로운 개츠비의 탄생 

한 남자가 마주한 전쟁의 여백

   20세기 영화사의 불멸의 기록 

가장 인간적인 키워드 '권태'에 대한 입체적인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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