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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혼자 세상을 살아가던 윌은 어릴적 양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상처로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반항아였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채

자랐지만, 비상한 두뇌를 소유한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그는 어느날 우연히 강의실 밖 칠판에 쓰여진 수학문제를

풀어냅니다. 그 문제는 MIT 학생들도 풀어내지 못했던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낸

문제를 푼 사람이 청소부 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램보 교수는 급우를 폭행한 이유로

유치장에 갇히게 된 윌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두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본인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였습니다.

윌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두가지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램보 교수는 대학 동창인 숀 교수에게 윌의 심리 치료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숀을

만나면서 윌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숀은 과거의 학대경험으로 자책하는 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 해줍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평생 듣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숀 교수를 통해 들은 윌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트리며 숀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습니다.

MONTHLY

소설 완득이는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

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적 측면

입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주인공 완득이의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시

고 아버지는 곱추에 카바레에서 춤을 추는 일을 하시고 사는 곳은 달동네이며 늘 고립되어 홀로 있는

친구입니다. 공부는 못해도 싸움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일곱 소년 완득이는 철천지 원수였

다가 후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선생님 똥주를 만나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킥복싱

을 배우게 되며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법도 배우고 다시 어머니를 만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17살 완득이는 다시금 세상에 발을 딛고 성장해갑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에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 장애, 외국인 노동자, 이들은 한국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만 눈

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와 다른 소수 계층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의 인식과 편견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런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재점

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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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JoachimdePosada/ 호아킴데포사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호아킴 데 포사다 박사는 대중 연설가이자 자기 계발

전문가입니다. 그는 획기적이였던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자제력과

미래성공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습니다.

4-6살이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내가 돌아올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주겠다고 약속한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잠깐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3 의 아이들은 15분동안 자신의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고

마시멜로의유혹을견디어냈습니다.이 아이들의사후조사를통해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계는 사람보다
강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계는 사람들보다 똑똑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계는 사람들보다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보다
지혜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죠.

당신이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부디 제발 바라건대 절대로 과거의
학습 방법을 따르지 마세요. 무작정 많은 것들을 외우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컴퓨터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외울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계산하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컴퓨터가 당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 할 것입니다.

창의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혁신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설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를 더 창조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나? 이게 나를
더 혁신적이게 만들 어 줄 수 있나? 이게 나를 더 건설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나? 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이 걱정할 때,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들은 걱정하게
두세요. 그 누구도 이 기술혁신을 멈출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걱정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혁신을 옵니다.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죠?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18년간 사업을 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다고 도움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만약이 울음이 도움이 되다면, 저는 매일
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때, 문을 열고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 할것입니다.

Why human beings can win machine? Machine might be stronger
than human being. They might be smarter than human being. They
might be faster than human being. But, they can never be as wise
as human being. Because, human being, we have belief, we have a
religion, we have a heart, which machine does not have.

So, if you want to be ready for future, please do not follow
yesterdays’ way of learning and teaching. Do not try to memorize
things hard and more. Because computer can remember things
hard and more than you. Do not try to calculate faster. Because
computer can calculate much faster than you do.

Try to be creative! Try to be innovative! Try to be constructive!
These are the things. Everything you learn, think about this. Is
this going to make me more creative? Is this going to make me
more innovative? Is this going to make me more constructive?
Let’s do this!

Also, when other people worry, opportunity comes. Let them
worry. You should know, nobody will and can stop this technology
revolution. You worry? It comes. You don’t worry? It comes. So,
what is the point of worrying?

People ask me, “Have you ever cry in the past 18 years, doing
your business?”
I don’t cry because crying does not help me. If crying can help
me, I will cry everyday. So, don’t worry about it. Be positive, start
to do it.

When people worry, open the door and see what are they
worrying about? And solve the problem! That’s what I think and
we will work together.

마윈의 “제발 과거의 학습방법을 따르지 마세요” 연설中

질문:

1. 마시멜로를먹지않고기다렸던아이들은 15년이지난후 어떤삶을살고있었나요?

2. 마시멜로실험을통해알게된원리는무엇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Please do not follow yesterday’s way of learning

Don’t eat the marshmallow! (마시멜로를먹지마세요!)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joachim_de_posada_don_t_eat_the_marshmallow#t-342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