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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화

● 감독: 피터 패럴리

● 출연: 비고 모텐슨(토니 발레롱가 역), 

               마허샬라 알리(돈 셜리 박사), 

               린다 카델리니(돌로레스 역), 

               세바스찬 매니스캘코(조니 역), 

               디미터 D. 마리노프(올레그 역), 

               마이크 해튼(조지 역), 

               이크밸 테바(아미트 역), 

               브라이언 스테파넥(그레이엄 킨델 역), 

               조셉 코르테스(지오 로스쿠도 역)

● 러닝타임: 130분                     ● 등급: PG-13

● 개봉일: 2018년 11월 16일      ● 장르: 코미디, 드라마

1962년 미국,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

슨)는 교양과 우아함 그 자체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마허샬라 알

리) 박사의 운전기사 면접을 보게 된다.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요청을 받으며 명성

을 떨치고 있는 돈 셜리는 위험하기로 소문난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

기로 결심하고, 투어 기간 동안 자신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토니를 고

용한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토니 발레롱가와 교양과 기품을 지키며 살아온 돈 셜

리 박사. 생각, 행동, 말투, 취향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그들을 위

한 여행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하는데……

2018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피터 패럴리가 감독과 

공동각본을 맡았으며, 영화명은 빅터 휴고 그린의 로드 트립 가이드북 

The Negro Motorist Green Book 에서 따 지어졌다.

2018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되었으며, 제91회 아

카데미상 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 수상작이다.

 [줄거리]

Green Book

  ■ 신 간

오랜 시간 산과 숲을 찾아다닌 자칭 숲 산책 

중독자인 지은이가‘숲’과‘숲길 걷기’에 대

해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한 책이다. 인

간의 생존 그리고 인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숲은 5대 생물군이 어우

러져 밀생하는 곳이며 생물 집단의 공동의 집

으로 그 자체가 생물들의 공존과 공생의 지혜

를 보여주는 곳이다. 지은이는 바로 이 숲에서 

인간이 뭍 생명들과 함께 지구공동체의 구성

원 중 하나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고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중략) 시적인 

문장과 동서양을 넘나드는 철학적 사유가 어

우러져 잔잔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문학

자의 숲 예찬론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책소

개’중에서)

■ 우석영 지음 | 에이도스 펴냄 | 188쪽

숲의 즐거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