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제목: 슬럼독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

감독: 대니 보일 (Danny Boyle)

추천하는 이유:

1) 인도 문화 소개: 인도 영화에는 대부분 특유의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런 특유의 인도 춤과 노래를 혼합한 장르를 볼리우드

(Bollywood) 또는 ‘마살라’ 라고 합니다. 영화 끝의 엔딩 크레딧에 이런 Bollywood Dance가 나오니 유의해서 봐주세요!

2) 인도의 카스트제도: 힌두교에서 나온 인도 세습 계급 제도입니다.  직장과 삶 속에서 이 제도를 없애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트제도의 5계급은 직장군이 다르고, 다른 계급끼리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TRAMPOLINE

제목: 탈무드 (Talmud)

독서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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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작된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영국 대니 보일 감독의 작품으로 제 8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하고 제 66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4개

부문을 석권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인도 외교관 출신의 작가인 비카스 스와루프의 장편소설

“Q & A”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인생의 작은 순간들과 운명에 대해 이야기함과

동시에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아이들을 이용한 돈벌이 및 학대, 무장단체의 테러와

빈부 격차 등 사회적 문제들도 가감 없이 담아내었습니다.

줄거리: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고아로 자란 청년 자말은 소년 시절 사랑했던 소녀를 찾기 위해 TV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우연히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는 인기 퀴즈쇼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무시와 예상을 깨고 최종 라운드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말이 부정행위를 했을거라 의심하고 그를 사기죄로 체포하지만, 결국은

그가 빈민가를 힘겹게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MONTHLY

탈무드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유대인의 정신

적 지주라 불리는 이 책은 유대인의 신앙과 민족정신의 뿌리가 되고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 책입니다. 유

대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탈무드를 통해 쉽게 삶의 지혜과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탈무드는 또한 어린

아이들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삶의 지혜

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탈무드의 내용은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에 걸쳐 약 1000년동안 구전되어온것을 2000여 명의 학자들

이 10년동안 편찬한 것입니다. 탈무드는 구약성서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예배, 의식, 도덕, 법률, 신

앙, 사회생활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모든 생활의 도덕적인 지침과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에 강한 민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민

족정신, 그리고 뛰어난 교육과 탄탄한 경제활동을 탈무드가 가능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은 현재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카스트제도 링크: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35650616#:~:text=The%20caste%20system%20divides%20Hindus,the%20Hindu%20God%20of%20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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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Matt Cutts/ 맷커츠

일상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 맷 커츠는 30 일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생각하고 30일동안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30일은 새로운 습관을 들어거나 예전의 습관을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이도전을통해배우고얻은것들을공유하며사람들에게도 30일동안새로운것에도전하기를

권하고있습니다. 그는이강의를통해 30일이라는시간동안어떤도전을 하였고어떤것들을얻게

되었는지이야기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오랜 세월동안 앞으로 전진했던 것은 일부가 아닌 모두를

받아들인다는 건국 이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덕분에 미국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강해졌습니다.

중산층을 희생시켜 소수가 번창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강한 권력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냉소주의와 양극화만을 줄

뿐이죠.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헌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마다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권력의 진자가 어디로 향하든 우리 각자는 시민권의 책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참여와 선택으로 우리 자신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원 봉사자들과 처음으로

투표했던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살아가고 숨 쉬는 모든

미국인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지지자이자 조직자입니다. 모든 분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The long sweep of America has been defined by forward motion. A

constant widening of our founding Creed to embrace all, not just

some. That’s what we did. That’s what you did. America is a

better, strong place than it was when we started.

Our economy doesn’t work as well or grow as fast when a few

prosper at the expense of a growing middle class and ladders for

folks who want to get into the class. Their government only

serves the interest of the powerful. That’s a recipe for more

cynicism and polarization in our politics. We have shown that our

economy doesn’t have to be a zero-sum game.

But laws alone won’t be enough. Hearts must change. Our

democracy is threatened whenever we take it for granted. All of

this depends on our participation.

On each of us accepting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hip

regardless of which way the pendulum of power happens to be

swinging. So you see, that’s what our democracy demands.

It needs you. We the people give it meaning with our participation

and with the choices what we make. Every volunteer who knocked

on doors, every young person who cast a ballot for the first time,

every American who lived and breathed the hard work of change.

You are the best supporters and organizers anybody could ever

hope for and I will be forever grateful because you did change

the world.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44번쨰로 재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퇴임 연셜中

질문:

1.이연구를통해얻은관계에 관한세가지커다란교훈은무엇인가요?

2.좋은관계가우리삶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The Fringe Benefits of Failure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30일동안새로운것도전하기)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matt_cutts_try_something_new_for_30_days?language=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