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영화에요?

<사일런스>는� 엔도� 슈사쿠의� 원작� 소설� 『침묵』을�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

지� 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침묵』은�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가

톨릭� 박해를� 다루면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신정

론적� 질문과� 어린� 시절부터� 골몰한� 동양인�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고

민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 � 책� 『침묵』의� 영문판� 서문을� 쓸� 정도로� 애정을� 보였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각색만� 15년,� 총� 28년� 만에� 완성한� <사일런스>는� 2016년� 전미� 비평가협회�

각색상� 수상,� 올해의� 작품으로� 꼽히는� 등�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이해를�위한�TIP!

<사일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간� 동거동락한� 스승을� 배반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27)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유다를� 미워하셨을까

요?� 아니면� 사랑하셨을까요?� 담대히� 순교하는� ‘강한’� 사람들과� 달리� 죽음� 앞

에서� 나약하기만� 한� 기치지로.� 그는�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

기도,� 닭� 울기� 전�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같기도� 하며,� 고난과� 폭력�

앞에서� 때때로� 신앙과� 신념을� 굽히는� 우리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엔도에게�

기치지로는� 굳이� 따지자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 쪽입니다.� 엔도는� 순교자의�

영광과� 배교자의� 수치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넘어서� 빚진� 마음으로� 한평생� 회

한과� 굴욕을� 껴안고� 살아가는� ‘패배자’의� 순교자적� 신앙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

가톨릭� 예수회� 소속� 로드리게스� 신부가� 성화� 앞에� 섰을� 때,� 들려오던� 예수님

의� 음성은� 인간의� 한계마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합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당시� 침묵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를� 구원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공로는� 무익한� 것이�

될� 뿐입니다.� 비록� 17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일본의� 가톨릭� 박

해를� 배경으로� 하는� 까닭에� 가톨릭적� 색채가� 물씬� 풍기지만,� 한국� 교회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영화�보고�나누기

1.� 영화를� 보고� 어땠나요?� (1)� 페레이라� 신부(리암� 니슨� 분),� 로드리게스� 신

부(앤드류� 가필드� 분),� (2)� 가루페� 신부(아담� 드라이버� 분),� (3)� 기치지로(쿠

보즈카� 요스케� 분)� 등� 누구에게� 가장� 공감되나요?� <사일런스>를� 본� 사람들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2.� 기치지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엔도� 슈사쿠는� 그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3.�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

고� 번민하던� 로드리게스는� 결국�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에� 대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낸다는� 입장,� 배교를� 미화한다는� 입장� 등� 의

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시� 나

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영화를� 본�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함께�볼�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알고�보면�더�잘�보여요

영화를� 볼� 때,� 가톨릭에서� 성상의� 의미,� 신부와� 신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성상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톨릭교도� 색출에� 성상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또한� 신부는� 사죄권을� 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해됩니다.� “No� Priests� No� Church”라는� 말이� 있

을� 만큼,� 일본� 막부� 지도자들은� 사제들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의� 배교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함께�읽으면�좋은�책� �엔도� 슈사쿠� 『침묵』,� 『<침묵>의� 소리』

영화� <사일런스>의� 원작인� 『침묵』,� 그리고� 『침묵』� 에는� 삭제되었으나� 주제가� 담겨

있는�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 및� 엔도� 슈사쿠의� 단상들이� 적힌� 『<침묵>

의� 소리』를� 함께� 읽으시면� 159분이라는� 러닝타임에� 미처� 담기지� 못한� 농밀한� 부

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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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일런스>� 무비톡가이드

“침묵의�소리”
-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

- 나의� 인간적� 연약함에� 초라해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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