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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생의 지리멸렬함(p4)에 대해서 (*지리멸렬: 이리저리 찢기고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
a. 사르트르
i.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
ii.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iii.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iv. 인간은 자기 행위의 총 합이다.
b.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i.
영화<안토니아스 라인>의 답변: 자연은 그 질문을 잊는 공간이다. 그 질문을
잊음을 통해 애초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한다. 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
이것도 신의 한 이름일지도 모른다. p259

3.

본인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눠봐요
a. 어쩌면 인간은 다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마주치는 개들에게 속삭인다.
네가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포유류는 사실 좀 그렇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쓰레기일지는 몰라도 순수에 가까울 정도의 전폭적인 쓰레기는 아니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인간은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어느 한 조각만큼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한다.
내 경우, 저 조교의 이메일은, 내가 저 순간만큼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물적 증거로
남았다. 학생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교수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자존의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p102.

4.

위력에 대해서
a.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는, 인생이라는 극장 위의 배우들이 이처럼 별생각 없이
자기가 맡은 배역을 수행한다. 당시 교수들도 자신이 위력을 행사하고 있으리라고는
새삼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 위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위력은 그저 작동한다. 가장 잘 작동할 때는 직접 명령할 필요도 없다.
니코틴이 부족해 보이면, 누군가 알아서 담배를 사러 나간다. p131
b. 안희정 전 충남지사
i.
공소사실 ‘모두 무죄’서 ‘9건 유죄’…‘안희정 1심’이 뒤집힌 이유
ii. “우리는 이미 이겼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꿨다” 안희정 유죄 환영 집회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게 좋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나눠봐요!
- 누구나 어느정도는 일상에서 시인들이고 철학자들이다. p266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읽기 전에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같이 재밌는 칼럼들을 기대했었는데요, 막상
읽어보니 뒷부분의 영화 평론에서 가장 큰 지적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묘하게 삐딱하고
비관적인 향기가 흐르고 있는 책인데,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평론을 읽고 나서야 향기의
근원이 실존주의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왜 사시나요? 혹은,
왜 죽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요
1.

책을 읽고나서 하고싶은 말이 생겼다면 나눠주세요. 딱히 할 말이 없다면 재밌었던
내용들, 혹은 표현들을 말해봅시다. 그것도 없다면 아무 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표현들은:
a. 결혼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배우자가 화를 내면, 십중팔구 당신이 못
생겨서입니다. 다른 이유로 화를 내려다가도 상대가 잘생겼으면 화를 참았을
테니, 결국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못 생겨서입니다. p48
b. 한국에 돌아가면 열차 강도를 해도 이런 집에 못 산다는 것을. p53
c. 우리는 삼중당 문고 목록에 줄을 그어가며 군사정권이 경제개발 하듯
읽어나갔다. p218
d. 그의 뱃살은 신도시 부근 보신탕집처럼 끝내 생각이 없었다. p221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젖을 뽑아 줄넘기를 한 다음에, 창문을 온 몸으로
받아 깨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P123, p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