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보고� 나누기
1.�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우리나라� 상황

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만들어진� 은어입니다.� 저� 말이� 등장하게� 된� 이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영화� 주인공� 혜원(김태리)이� 시골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함께� 나누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장� 28-31절)

1.� 위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실까요?

3.�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에� 가면�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느껴지는� 곳을� 적어보고,� 이유를� 생각해� 보아요.�



❝어떤� 영화에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김태리� 분)은� 도시의� 삶에� 지쳐� 시골로� 돌아옵니다.� 편의

점� 알바를� 전전긍긍하며�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치열한� 도시의� 장벽에� 치여� 매

일같이� 패배감을� 맛보다가� 시골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시골의� 초라한� 삶을� 거부하며�

도시로� 떠났던� 혜원이었지만� 시골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과� 하루하루� 정성껏� 지은� 밥과�

함께� 충만한� 시간을� 누립니다.� 영화� 내내� 밥을� 지어먹으며� 기뻐하는� 혜원의� 모습을� 보면

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힐링이� 되고,� 쉼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치열

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오늘의�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영화입니다.�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영화� <리틀포레스트>의� 원작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일본만화입니다.� 일본영화에서는� 여

주인공이� 홀로�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며� 자기만의� 작은� 숲을� 차분히� 완성해� 가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은� 주인공� 혜원과� 그�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밥을� 지어먹을�

때도,� 떡을� 만들어� 먹을� 때도,� 한� 여름� 계곡에서� 수박을� 먹을� 때도� 함께하면서� 서로의� 이

야기와� 아픔을� 나눕니다.� 어쩌면� 혜원은� 도시에서� 겪어왔던�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지쳐있

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에서� 이웃을� 빼놓을� 수� 없

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이웃,�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

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요.�

� � 우리는� 참� 바쁘게� 삽니다.� 학교� 공부,� 이후의� 학원,� 또� 놀기도� 놀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점수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의� 삶은� 혜원이를� 괴롭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낸� 성과로만� 판단� 받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일까요?� 시골에서� 지

냈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녀는� 자신을� 찾는� 여행길에� 올랐으리라� 생각해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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