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vie Discussion Guide 사용설명서

1. 영화 전체 줄거리를 되새겨봅니다.

2. 기억 나는 사건과 장면, 인물의 특징을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3. ‘영화 돌아보기’를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Question’대로 혼자, 혹은 함께

나누어보세요.

4. 모든 질문과 방식에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작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

Movie Discussion Guide
문화적그리스도인들을 위한신개념묵상토론집

함께읽으면좋은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9, 개역개정)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

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

기 위함입니다.(고린도후서 4:8~10, 새번역)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

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사야 53:2, 새번역)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

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

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이사야 4:2, 새번역)



말씀과 함께하는 Question
(말씀은 뒷면에 있어요)

영화 <미스터 터너>는 영국의 대표적 낭만주의 풍경화가이자 인상주

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윌리엄 터너의 예술가적 삶을 그리고 있다.

이젠 일흔을 넘긴 노장이 되어버린 명장 마이크 리 감독은 일상을 통

해 그 안에 녹아있는 사회 현실을 다루는 영국의 대표적 리얼리즘 감

독이다. 마이크 리의 명성답게 이 영화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하층민

출신 화가의 계급적 특성이 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누추하고

저속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고상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잉태

될 수 있는지를 예술가적 혼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취향을 화폭에

담아 보여준다. 특히 저속과 숭고의 극명한 대비는 두 가지를 더욱 의

미 있게 만든다. 즉 형언할 수 없는 극명한 고통에서 지극한 아름다움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지극한 순결함이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

다.

1.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미)이란 ○○○(이)다.”에서 ○○○

안에 들어갈 말로 주인공 윌리엄 터너는 ‘숭고함’을 꼽았습니다.

그가 일평생 추구했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압도적인 위력과 공포

속에서 찾아오는 경외감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나라면 ○○○

안에 무엇을 꼽을지 생각해보세요. (시 8:9)

2.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의 정점에 달한 터너는 자신의 성취와

도식적인 아카데미의 한계를 넘어서 훗날 새로운 지평의 단초를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대와 불화하고 고독을 자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터너처럼 신념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좇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고후

4:8~10)

3. 영화는 이발사 아버지를 둔 하층민 출신이자 영국의 대표 화가인

터너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주는 감동은 그의 출신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터너 의 작 품 이나 영화 속 장 면을 오늘 날의 모 습과 함께

비교해보세요. (사 53:2, 4:2)

“해가 지는 하늘과 해가 떠오르는 하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영화 속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