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감독: 피터 위어 (Peter Weir)

추천하는 이유:

1.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여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가는 현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2.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3. 다양한 경험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며 살라는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현재를 즐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TRAMPOLINE

제목: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

• 호밀밭의 파수꾼은 1951년에 발표된 장편소설로서 작가의 체험을

소재로 쓴 성장소설입니다. 

• 이 책은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세상을 마주하게 된 한 소년의

성장통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추천하는 이유:

1.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성장통, 그 고민과 고뇌를 잘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2. 세상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반항하는 홀든이지만, 그의 내면의 순수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인공, 16살 홀든 콜필드는 자신이 다니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네번째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번 퇴학당한 이유는 학점

미달이거나 학업에 열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네번째 퇴학을 당하고 집으로 가기까지 3일동안의 시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홀든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상은

험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런 홀든은 여동생의 무엇이 되고싶냐는

질문에, 자신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험한

어른들의 세상에서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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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990년 아카데미 각본상, 1990년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줄거리:

영화 속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웰튼 아카데미’는 수많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날 이 학교 출신인 존 키팅 선생은 새 영어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첫 시간부터 그는 “카르페 디엠”을

외치며 파격적인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라는 말입이다.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재를 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키팅’선생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었고 그들은 키팅선생이 학생 시절 활동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모임을 계승해 활동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 활동을 하며 저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키팅 선생을 통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며 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MONTHLY

저 자 : 제 롬 데 이 비 드 샐 린 저

J.D. Salinger (1919.1.1 ~ 2010.1.27)

유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미국

뉴욕 출신 작가로 21세 때 처음

단편을 발표한 후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장 편 , “ 호 밀 밭 의 파 수 꾼 ” 은

미국문단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http://www.givechances.org/


강연자: 
Celeste Headlee / 셀레스트 헤들리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youtube.com/watch?v=Dgg2snu0VdY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과교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원활한 의사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없어서는 안될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떻게 원활하고 더 좋은

대화를 나눌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마주하는 대화보다 스크린과 텍스트를 통한 대화의 수가 늘어나면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논리정연하고 자신있게 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수십년 간 라디오

호스트로 일해 온 셀레스트 헤들리는 오랜 시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더 나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들을 터득하였습니다.

솔직함, 간결함, 명료함, 듣기의 중요성 등 그녀는 이강연을 통해 더 나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법칙을 알려줍니다.

저는 플랜 B를 싫어합니다. 이유를 말해줄게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의심쟁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주변에서 그러는건 괜찮습니다. 신경 끄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테니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대비책이 있어.

플랜 B가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전망이 없을때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플랜 B는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전망이

없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플랜 B가 없을 때 스포츠나 다른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플랜 B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디빌더 챔피언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했고, 미국에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원하는것을

이루기해서 일 할 것입니다. 저는 몇번이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플랜 B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플랜 B를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패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선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클조던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NBA에서 농구를 할 때,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기까지 9,000번의

슛을 놓쳤습니다. 그게 그를 실패자로 만드나요? 아니죠! 그는 역대 최고의

농구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괜찮습니다.

안괜찮은 것은 여러분이 실패 했을 때 주저 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실패자입니다 .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일어납니다 . 실패하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 항상 일어나십시오 . 그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디빌더

대회에서 졌었고, 역도에서도 졌고, 최악의 비평을 받은 망한 영화들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경직됩니다. 편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은 성과를 내려면 경직되지 말아고 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 여러분을

키워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말합니다. 저를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I hate plan B and I tell you why because we have so many doubters. We

have so many of those people that say “no” and “you can't do it”. “It's

impossible.” That is okay because we just turn off. When you start

doubting yourself, that's very dangerous because now what you basically

saying is that if my plan doesn’t work, I have a fallback plan. I have a

plan B.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e function better if

there is no safety net because plan B becomes a safety net and that’s

not good. People perform better in sports and everything else if they

don’t have a plan B. I’m telling you. I’ve never ever had a plan B. I made

the full commitment that I’m going to go and be a bodybuilding champion.

I made a full commitment that I’m going to be in America. No matter

what it takes, I will do the work. I will do the work over and over and

over until I get it. It is very dangerous to have a plan B. One of the main

reasons why people want to have a plan B is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failing. If I fail, then I don’t have anything else.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Don’t be afraid of failing becau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failing. You have to fail in order to climb that ladder. There’s no one

that doesn’t fail. Michael Jordan said in one of his interviews, “for me to

become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I missed 9,000 shots when I was

playing basketball at the NBA games”. Does it make him a failure? No!

he’s one of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s of all times but he failed

9,000 times. You get it? We all fail. Its okay. What is not okay is that

when you fail, you stay down. Whoever stays down is a loser. Winners

will fail and get up. Fail and get up. You always get up. That is a winner! I

lost bodybuilding competitions. I lost powerlifting competitions. I had

movies that went in the toilet and got the worst reviews. Hey, we all

lose. Don’t be worried about losing because when you’re afraid of losing,

then you get frozen. You get stiff, you are not relaxed. In order to

perform well in anything, it’s only happening when you relax. So relax.

It’s okay to fail,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elf-made man. You’re born

and need your parent to raise you. You need your teachers to teach you.

You need your coaches to do sports. We need help. When someone says

you’re the greatest self-made man, I said you can call me anything you

want, but don’t ever call me self-made man because I did not get to the

point by myself.

영화 “터미네이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디빌더 출신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연설

생각해 볼 질문:

1. 나는 얼마나 대화에 집중하며 상대방에 이야기에 귀 기울이나요?

2. 더나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내가 계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Do not be afraid to fail

10 Ways to have a better conversation (더 나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