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로역정>� 무비톡가이드와� 함께� 하면� 좋은� Tip!
1. 문화선교연구원은 <천로역정> 외 <예수는 역사다>, <신은 죽지 않았다> 등 다른 영화들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질문하며 보다 깊은 이해와 묵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비톡가

이드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까지 모두를 위한 무비톡가이드를 만나

보세요. ☞ 다운로드: www.cricum.org

2. <천로역정> 외에도 기독교‧예술영화전용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인 필름포럼에서 <천로역정> 외에

도 기독교인에게 의미 있는 신앙적 도전과 은혜를 주는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은혜와 감

동 가득한 영화를 만나보세요. 

☞ 시간표 및 자세한 정보: www.filmforum.kr, 단체관람 문의: 필름포럼 02-363-2537

❝어떤� 영화에요?
애니메이션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존 번연의 소설 『천로역정』의 1부 내용인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부는 그의 가족이 천국도시로 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원

작에 나타나있는 크리스천의 원래 이름은 ‘Graceless’로 ‘은혜를 모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책을 통해 자신의 죄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죄의 짐은 크리스천을 괴롭게 짓누릅니다. 크리스천은 그 죄

의 짐을 벗고, 천국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천국을 찾아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

인가요? 크리스천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지금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영화� 이해를� 위한� TIP!
존 번연(1628~1688)이 살던 시대에 영국 왕 찰스2세는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파를 탄압하

였습니다. 침례교인 작가 존 번연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때 썼던 신앙소설이 바로 『천로역정』 1부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지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고전으로 남아있으며, 그만큼 의미가 있는 책이기에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일 선교사 역시 성경 번역이 다 되기도 전에 

먼저 『천로역정』을 번역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로역정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천로역정에 나오는 삽화를 모두 우리나라 민속화의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기

도 했습니다.(그림)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중 한 분인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말로 번역된 『천로역정』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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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톡가이드>� 활용법
<무비톡가이드>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답니다.� 영화를� 보고� 든�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영화� 보고� 나누기
‘크리스천’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나 기억에 남는 곳을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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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1:28-31)
*멍에:�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

1.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 여러분도 영화 속 ‘크리스천’처럼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느 때 그렇게 힘들

다고 느꼈나요? 

3. ‘크리스천’이 천국도시로 가는 동안 여러 일을 겪으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

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도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4. 어떻게 하면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아서 끝까지 믿음의 여

정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영화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