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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어려운

형편에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내는 결국 크리스는 떠나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둘이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는 의료기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진 크리스는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아들이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날 그는 증권중개 회사로부터 기적같은 면접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하기엔 어떻게는 면접의 기회를 얻고자 한 그의 엄청난 노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아주 높았던 회사인데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던 크리스는 주차과태료는 내지 못해

구치소에 구류됐다가 풀려나는 바람에 추리한 차림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강한 의지와 재치로 결국은 인턴의 기회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인턴기간을 무급으로 거쳐야 했고, 인턴을

수료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당장 먹을것도 잘 곳도 없었던

크리스는 많은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이 기회를 잡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크리스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보다

끈기있게 노력한 덕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후에는 억만장자 자산가가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그가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는 내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그려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MONTHLY

지구의 한편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지만, 그 순간에도 지구 다른 곳에서는 먹을것이 없

어 굶어죽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책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장 지글러가 쓴 책으로 기아의 실태와 그 배후

의 원인들을 아들과 나눈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무질서로 인해 구호 조치가 무색해진 현실과 소는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은 굶주리는

모순된 현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농지에

서 생산되는 식량 생산량은 온 인류에게 공급 될 수 있는 정도인데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이들

이 먹을것이 없어 죽어가는 반면, 서구에서는 먹을것이 너무 많아 과식과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식량을 서구 사회에서 독점하고, 서구 사회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소비

되어 아프리카에서는자신이 생산하는 식량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세계의 절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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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리시는 자폐는 병이 아니고 그저 다수의 사람들과다르게 생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이든은 자신이 세상을 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자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깨트려

줍니다. 또한 그는 자폐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인 자기 자극 행동이나 마스킹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왜 자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람들의

포용력과이해를넓힐수있도록도와줍니다.

이 강연은 자폐를 겪고 있는 리시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인만큼, 보통 사람들이 추측하고 예상하는

자폐인의모습이아닌진실되고솔직한이야기를들을수있습니다.

저는 미루는 행위가 미루려고 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루는 행위는 여러분이 미루는 그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루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일종의 형태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죠. 애인과 싸웠을수도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수도 있죠.
여러분이 일하러 가서 직장에 들어섰을 때 잠재 의식속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서는 13통의 전화를 해야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계속 피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하려고 앉을때 스트레스는 어깨를
짓누르고 그 일을 미루게 합니다. 이후에 1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될거고 스스로 자책을 하겠죠.

여러분은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습관이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과학을
사용하여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수 있으니까요. 모든 습관은
3가지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루는
행위의 경우, 유발시키는 무언가는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반복하는 패턴이 있는데 미루는 행위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이 있죠. 여러분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게 됩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트리거에 반응하지 않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절대 스트레스는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려는 패턴은 100프로 바꿀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미루고 싶어하는 상황을 직면한다면 여러분이 해야할 것은 정신을 차린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5,4,3,2,1 를 외치세요. 여러분
머리에 저장된 습관을 멈추기 위해 여러분이 숫자를 세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전두엽 피질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딱 5분만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5분만 그
일을 했으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는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문제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가지 멋진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일단 시작하면 여러분 중 80%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I always thought procrastination had to do with the thing I was
procrastinating around. Believe it or not, procrastinating has
nothing to do with your work. Procrastination is a form of stress
relief. Let me explain this. Let’s say that you’ve got some stuff
going on in your life. Maybe you’re fighting with your significant
other, maybe mom’s or dad’s health is failing, maybe you’ve got
some financial stuff.
When you get into work, you got this big stress ball that
subconsciously is hanging over your head. You know, you got 13
phone calls you need to make and you also know that you’ve
been chickening out. As you sit down to do it, you got the stress
on your shoulders and start procrastinating. Next thing you know
an hour’s gone by and then of course what do you do? You beat
yourself up.

You’re not a procrastinator, you have a habit of procrastinating.
Big difference. If it’s a habit, I can teach you to use science to
break it. You see all habits have three parts. There is a trigger,
and in the case of procrastination, the trigger is always stress.
Then, there’s a pattern you repeat, and in the case of
procrastination, it is to avoid doing something. Then, there’s a
reward. You get a little stress relief.

The only way to break a habit is not to deal with the triggers.
You’re never going to get rid of the stress in your life, but you
can 100% change your pattern of avoiding. So next time that
you’re in a situation where you feel yourself hesitate, what
you’re going to do is acknowledge the stress, then go 5,4,3,2,1. I
want you to count to yourself because I want you to interrupt
the habit that’s stored here. I want you to awaken your
prefrontal cortex. Then I want you to just work for 5 minutes.
The reason why I want you to only work for 5 minutes is because
your problem isn’t working. It’s the habit of avoiding. I just need
you to start. And here’s the other cool thing. Based on research,
if we can get you to start, 80% of you are going to keep going.

멜 로빈스의 “미루는습관은 고치는현실적인방법” 연설中

질문:

1. 이번강연을통해자폐인에대해새롭게알게된사실은무엇인가요?

2. 내가가지고있던고정관념이있었다면어떤것들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강의

명언 속 삶의 지혜 – Five Second Rule

What it’s really liketo haveautism (자폐인으로산다는것)

강의출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ethan_lisi_what_it_s_really_like_to_have_autism?languag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