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

감독: 대니 보일 (Danny Boyle)

이 영화에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장애를 가진 청년이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간다움의 따뜻함을 잃지 않으며 정해진

운명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믿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늘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지만

그럴때마다 우리는 늘 중심을 찾아야 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게 긍정적 선택의 신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고

욕할수 있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주인공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TRAMPOLINE

제목: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이 만난 25개국 365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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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지수는 낮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남자입니다. 그는

75의 낮은 아이큐에 다리마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도 아들의 교육에 열성적이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는

여인이였습니다.

포레스트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아둔한 자기에게 친절했던 친구 제니를 만나 학교를 무사히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악동들의 장난을 피해 도망치던 포레스트는 달리기에 특별한 소질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대학에도 축구 선수로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이 된 포레스트는 대학 졸업 후 군에 입대하였고, 베트남에서도 빠른 다리 덕분에

전우들을 구하는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고 제대한 포레스트는 전장에서

죽은 동료의 꿈을 쫓아 새우잡이 어선의 선주가 되어 군대 상관이었던 댄 중위와 함께 새우를

잡아 큰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즈음 어머니의 위독 사실을 알게 된 포레스트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병원과 교회 그리고

죽은 전우의 유가족에게 돈을 나눠주고 혼자 살며 제니를 기다립니다.

MONTHLY

저자 김수영은 이 책을 통해 꿈을 찾는 이들에게는 영감을, 꿈 앞에 좌절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전해주어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줍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인종, 국적, 

직업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걌는지 그들의 방식과 꿈 이야기들을 기록하였

고, 이를 통해서 책을 읽는 분들에게 각자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꾼다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비록 그렇지 못할

지라도 꿈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며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꿈은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속상해하거나 좌절할 필요

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그것 만으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가

치를 느낄수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 해보고, 내 꿈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지?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자신의 꿈이 있는 삶을 만

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있게 도전해나아가는 삶이

진정 멋진 삶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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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Richard St. Jon/ 리차드존

이 테드강의는 분석 전문가인 Richard St. John가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했던 2시간짜리 강연을

3분으로 요약한 핵심강의입니다. 이 강연은 어느 한 십대 고등학생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 학생은 Richard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 할 수 있나요?”

하지만 Richard는그학생에게제대로대답해주지못했습니다.

TED강연장에가고있었던 Richard는문득그런생각을했습니다.이곳에는성공한사람들이많은데,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물어보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어야 겠다! 그래서

그는 7년간 TED 와주신 500명의사람들을인터뷰하였고, 그것을 통해 알게된성공의진짜 비결을

8가지로요약하였습니다.

나는 비협력운동이 위법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운동이 위법이라는 말을 과감히 부정합니다 . 오히려
비협력운동은 정당하고 종교적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내 친구 또한 폭력주의를 신봉하고 약자의 무기로 비폭력주의를
수용하나, 나는 비폭력주의가 최강자의 무기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기도 없이 적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강한 군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협력주의가
비폭력인 한 그 가르침에는 위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의 양식있는 동포에게 감히 말합니다.
어느 경찰이나 군인이 자신의 동포를 중상하는 정부에서
일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직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내가 농민을 찾아가 '정부가 당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면 당신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거기에는 위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과감하게 제기합니다. 비협력운동의 모든 계획에는 위법요소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히 주장합니다. 인도
국민이 이 위법적인 정부 앞에서, 위대한 헌법을 만든 국가
앞에서 나약해지고 굽실거리는 것이 매우 위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인도 국민이 그들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을 참는다면
매우 위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동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예심을 갖고
있는 한, 대대로 이어온 숭고한 전통의 후손이자 수호자로
남기를 원하는 한; 여러분이 비협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위법이요, 우리의 정부처럼 매우 부정한 정부에 협력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쟁취하지 않는 한, 내키지 않는
손길과 펜으로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억지로 빼앗지 않는 한
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과 정의 사이에는, 부정한
인간과 정의로운 인간 사이에는 , 진리와 가식 사이에는
협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경우에 한해 협력이 의부가 되며, 정부가 여러분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빼앗으려 한다면 비협력 또한 동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협력주의의 가르침입니다.

I have been told that non-cooperation is unconstitutional. I venture to deny that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contrary, I hold that non-cooperation is a just and
religious doctrine; it is the inherent right of every human being and it is perfectly
constitutional.
I tell you that while my friend believes also in the doctrine of violence and has
adopted the doctrine of non-violence as a weapon of the weak, 1 believe in the
doctrine of non-violence as a weapon of the strongest, 1 believe that a man is the
strongest soldier for daring to die unarmed with his breast bare before the enemy.
I therefore, venture to suggest to my learned countrymen that so long as the
doctrine of non-cooperation remains non-violent, so long there is nothing
unconstitutional in that doctrine.
Is it unconstitutional for a policeman or for a soldier to tender his resignation
when he knows that he is called to serve a Government which traduces his own
countrymen? Is it unconstitutional for me to go to the agriculturist, and say to
him 'it's not wise for you to pay any taxes, if these taxes are used by the
Government not to raise you but to weaken you?' I hold and I venture to submit,
that there is nothing unconstitutional in it. I submit that in the whole plan of
non-cooperation, there is nothing unconstitutional. But I do venture to suggest
that it will be highly unconstitutional in the midst of this unconstitutional
Government, - in the midst of a nation which has built up its magnificent
constitution, - for the people of India to become weak and to crawl on their belly
- it will be highly unconstitutional for the people of India to pocket every insult
that is offered to them.
I say to my countrymen so long as you have a sense of honour and so long as you
wish to remain the descendants and defenders Is of the noble traditions that have
been handed to you for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it is unconstitutional for
you not to non-cooperate and unconstitutional for you to cooperate with a
Government which has become so unjust as our Government has become. Until we
have wrung justice, and until we have wrung our self-respect from unwilling
hands and from unwilling pens there can be no cooperation. There shall be no
cooperation between injustice and justice, between an unjust man and a justice-
loving man, between truth and untruth. Cooperation is a duty only so long as
Government protects your honour, and non-cooperation is an equal duty when the
Government instead of protecting robs you of your honour. That's the doctrine of
non-cooperation.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연설中 (1920.8.12)

질문:

1. 8가지성공비결중나에게부족한것은어떤것인가요?

2. 그것을극복하기위해할수있는노력은무엇이있나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Non-cooperation with Non-violence

8 Secrets of Success (8가지성공비결)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richard_st_john_8_secrets_of_success/transcript?language=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