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 아민 도라 출연: 조르쥬 카바즈, 라라 레인, 이마누엘 카이랄라

레바논의 평범한 작은 마을, 존경 받는 음악 교사 레바는 첫사랑 라라와 결혼해 자녀를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선천적 특수장애로 태어난 셋째 가디가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의 불만과 비난을 받게 된다. 하루 종일 발코니에 앉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가디

를 견딜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가디가 천사라는 거짓말을

시작한다. 자식도 이웃도 사랑하려는 아버지의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

다. 웹 드라마 <샨카부트>로 세계에 알려진 아민 도라 감독은 비주얼 아트와 광고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이 영화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창조적이고 현대적이던 그의 영상은 이

영화에서 친밀하고 서정적인 영화 언어로 변모한다.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역설적

코미디를 다룰 줄 아는 그의 감각은 차별, 소외, 거짓, 장애와 같은 삶의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 희망으로 바꾼다. 레바논 영화로는 한국 최초로 개봉될 예정이다.

<모두의천사가디>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도와 복음적 가치를 담은 문
화를 창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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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임세은



•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등장 인물이 있다면요?

• 셋째가 장애아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간 레바.

내가 선생님이라면 레바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내가 레바/라라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는요? #장애인 #낙태 #생명 #사회적약자 #배제와포용

(출애굽기 4:11, 골로새서 3:11, 요한복음 9:1~3, 요한일서 4:20~21) 

• 마을 사람들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16~17, 전도서 4:12, 로마서 12:2,14:17)

#하나님나라 #연대 #구원 #변혁적그리스도인

• 취지나 결과가 좋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얀거짓말 #윤리 #정의

(출애굽기 20:16, 여호수아 2:1~21)

•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시편 107)

•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영화는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매

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 ‘읽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펼치며 ‘어떻게 살 것인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신앙의 눈

으로 문화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
Movie Discussion Guide
문화적그리스도인들을위한신개념묵상토론

Movie Discussion Guide 사용설명서

1. 영화 전체 줄거리를 되새겨봅니다.

2. 기억 나는 사건과 장면, 인물의 특징을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3. ‘영화 돌아보기’를 읽고 ‘신앙적 관점으로 영화 토론하기’대로 나누어보세요.

- 영화를 혼자 보셨다면, 혼자서, 친구와 보셨다면, 친구와 함께

- 참여하는 모임이나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4. 모든 질문과 방식에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비 디스커션 가이드로 토론 후 후기를 연락처와 함께 필름포럼 데스크나 문화선교연구원
(cricum1@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필름포럼 혹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영화관람
권을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