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 해롤드 크론크 출연: 쉐인 하퍼, 케빈 소보, 트리샤 라파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철학교수

에게 신의 존재증명을 요구 받은 대학 새내기 조쉬 위튼(쉐인 하퍼). 그의 이름은

witness, 즉 ‘증인’이 되기 위해 준비된 이름처럼 의미심장하다. 모든 것이 교수 통제

아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인 수업에서 조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버트랜드 러셀과 C.S.루이스가 맞대결하고, 무신론적 창조론과 유신론적 창

조론이 논쟁한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교수뿐이 아니다. 6년을 사귄 여자친

구도 그를 말린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철학수업의 학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도

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개인적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설득한다. 그의

모습은 개인의 유익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쉽게

간과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른 종교 때문에 핍박 받는 학생도 있고 유학 온 중

국인도 있다. 저마다 믿음을 스스로 증거해야 할 상황이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진다.

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임세은※ 자세한 리뷰 보기 ☞ www.cricum.org/826

Movie Discussion Guide 사용설명서

1. 영화 전체 줄거리를 되새겨봅니다.

2. 기억 나는 사건과 장면, 인물의 특징을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3. ‘영화 리뷰’를 읽고 ‘신앙적 관점으로 영화 토론하기’ 질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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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신은죽지않았다>



Intro. 영화를 본 전반적인 소감은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인물, 장면)도 함께 이야기

해보세요.

1. 철학교수에 맞서는 조쉬 위튼(쉐인 하퍼)에게 나 자신을 투영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

을까요? 이유는요? (마 10:32-33)                                             #신앙 #자유의지 #선택

2.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물을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의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

나요? 신앙은 그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막 15:34, 욥기)         #고난 #신정론 #믿음

3. 현실에서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과 지금

의 내 모습과 간극이 있다면, 그것을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세속화 #다원주의 #신앙 #이상과_현실

4. 영화에서 기독교인만 이해 가능한 신앙 언어나 문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장면에

대해 비기독교인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요 1:14)  #이중언어 #태도 #비판적영화읽기

5. 함께 영화를 본 사람들과 각각 ＂God is Dead＂와 ＂God is Not Dead＂ 입장을 선

택해 영화처럼 논박을 펼쳐 보세요.                                              #변증 #합리적신앙

[참고도서]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IVP)
강영안,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IVP)
윤동철, <새로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새물결)

영화는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 ‘읽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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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문화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 다운로드 ☞ www.cricum.org/848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
Movie Discussion Guide
문화적그리스도인들을위한신개념묵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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