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제목: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Roberto Benigni)

추천하는 이유:

1. 인류 역사상 가장 침울하고 어두웠던 비극, 유대인 학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웃음을 자아냅니다.

2.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 지을수 있고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TRAMPOLINE

제목: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책에는 총 4명의 등장인물,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두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치즈가 가득한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는 행복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날 영원할것만 같았던 치즈들이 없어지자 생쥐 2마리는 새로운 치즈

를 찾아 재빨리 떠나지만, 꼬마인간 2명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

실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한

꼬마인간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지만, 헴은 그 자리에서 없어진

치즈생각만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로를 통해서 새로운 치

즈를 찾아나선 꼬마인간 허는 텅텅 빈 창고에서 가만히 치즈를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새로운 치즈를 찾아다니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깨닫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1. 이 책에서 말하는 치즈란 무엇일까요? 

2. 나는 삶의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변화를 두려워하여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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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는 1997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 71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에

작품상, 남우주연상, 감동상, 각본상, 편집상, 음악상, 외국어 영화상 등을 수상한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줄거리:

영화 속 주인공인 귀도는 이탈리아계 유대인으로 재치가 넘치는 시골 총각입니다. 그는 도라라는 독일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하게 되고,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 조슈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귀도와 아들 조슈아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도라도 자진하여 수용소 행 기차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귀도는 그 곳에서의 생활을 단체

게임이라고 속이며 아들을 안정시키고 그 어린아이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읽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귀도의 모습과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합니다.

MONTHLY

저자: 스펜서 존슨 (Spencer Johnson)

(1938.11.24 ~ 2017.07.03)

뉴 욕 타 임 즈 선 정 최 고 의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한 그는 세계적인

밀리언셀러로써 약 4천만 부 이상의

작품들을 판매하였다. 그는 우화를

통해 인생에서의 복잡한 주제들을

간단하고 지혜롭게 풀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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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Robert Waldinger/ 로버트 월딩어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robert_waldinger_what_makes_a_good_life
_lessons_from_the_longest_study_on_happiness/up-next?language=ko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75년간

사람들의 십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7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를 하였습니다. 75년간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 설문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의료 기록도 받아보고, 피도 뽑고, 뇌 촬영도 하며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이 아내와 깊은

고민을 가지고 대화하는 비디오도 촬영하였습니다 . 이 연구를 통해서 배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명예, 혹은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좋은관계에서 오는것이라는 것입니다.

21년 전 저는 제 자신의 야망과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의

사이에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로지 소설을 쓰는 것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대학을 못 다닌 저의 두 부모님은 저의 지나친 상상력을 재미있는 개인적 취향일 뿐

융자금을 갚을 수도, 연금을 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 단 7년 만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극히

짧았던 결혼은 파탄이 났고, 직업도 없이 아이를 키웠으며,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만

빼년 현대 영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최악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의 유익에 대해 말하려 할까요?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의 제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멈추었고,

제게 중요한 그 일을 끝마치는 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기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으며, 낡은 타자기와 멋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큰 실패를 겪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 실패란 불가피한 것입니다. 무언가

실패함이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몸을 사려서 인생 아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그 자체로 실패겠지요. 실패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배울 수 없었던 저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제게 강한

의지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철한 자제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루비보다

진정 가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역경을 겪음으로써 자신이 더

현명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살아남을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검증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가진 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이야 말로 고통스럽게

얻은 것이기에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얻은 어떤 자격보다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돌리는 장치를 장치를 얻는다면, 저는 스물 한 살 나이의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인생이 무엇을 소유하고, 달성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둘을 혼동하는 제 연배나 연배 이상의 사람을

만나겠지만 말입니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겸손하게 알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Half my lifetime ago, I was striking an uneasy balance between the

ambition I had for myself, and what those closest to me expected of me.

I was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I wanted to do, ever, was to write

novels. However, my parents, both of whom came from impoverished

backgrounds and neither of whom had been to college, took the view that

my overactive imagination was an amusing personal quirk that would

never pay a mortgage, or secure a pension. A mere seven years after my

graduation day, I had failed on an epic scale.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I was the

biggest failure I knew. So why do I talk about the benefits of failure?

Simply because failure meant a stripping away of the inessential. I

stopped pretending to myself that I was anything other than what I was,

and began to direct all my energy into finishing the only work that

mattered to me. I was set free, because my greatest fear had been

relized, and I was still alive, and I still had a daughter whom I adored,

and I had an old typewriter and a big idea.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Failure taught me things about myself that I could have learned no

other way. I discovered that I had a strong will, and more discipline than

I had suspected; I also found out that I had friends whose value was

truly above the price of rubies. The knowledge that you have emerged

wiser and stronger from setbacks means that you are, ever after, secure

in your ability to survive. You will never truly know yourself, or the

strength of your relationships, until both have been tested by adversity.

Such knowledge is a true gift, for all that is painfully won, and it has

been worth more than any qualification I ever earned.

So given a Time Turner, I would tell my 21-year-old self that personal

happiness lies in knowing that life is not a check-list of acquisition or

achievement. Your qualifications, your CV, are not your life, though you

will meet many people of my age and older who confuse the two. Life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and beyond anyone’s total control, and the

humility to know that will enable you to survive its vicissitudes.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Rowling”의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 中

질문:

1.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관계에 관한 세가지 커다란 교훈은무엇인가요?

2. 좋은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The Fringe Benefits of Failure

What makes a good life? (어떻게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