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마스떼 ~ 

 

인도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인도 영화 상영회,  

7월의 상영회는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상영작은 ‘일어나 시드 Wake up Sid’ 입니다.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상영이 원칙이지만, 휴가철을 피해 당길 수 없겠느냐는 요청들이 많

아, 7월엔 한 주일 당겼습니다. 넓은 양해와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장소 :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 대사관 맞은 편), 인도 문화원 

시일 : 7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상영시간 : 138분 (2시간 18분) 

– 상영 후 뒤풀이용 음료 및 간식 제공 

 

예약 : 전화 (02-792-4257, 4258) 혹은 이메일 info@india.kr   

- 예약 시 밝혀 주실 사항들 

1) 참가자 대표의 이름 2) 참가인 명수 3) 휴대폰 뒷번호 4자리 4) 이메일 주소 

 

============= 

 

뭄바이 Mumbai와 마하라쉬트라 Maharashtra 주 일부 사람들의 힌두 우선 정서를 볼모 삼아 정

치 생존을 도모하는 힌두 정당이 영화의 무대인 뭄바이 시를 힌디식 이름인 뭄바이로 지칭하지 

않고 이전에 불리웠던 영어식 이름인 봄베이 Bombay로 지칭한 것을 구실 삼아 뭄바이와 뿌네 

일대에서 상영 금지 또는 관람 거부 훼방을 놓는 봉변을 당했지만,  

코미디 로맨틱 영화 ‘일어나 시드 Wake up Sid’는 제작비의 세 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으며, 인도 

영화 평론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성공작입니다. 

 

감독, 대본, 각본 : 아얀 무케르지 Ayan Mukerji 

제작 : Karan Johar / Hiroo Johar 

음악 : Shankar-Ehsaan-Loy / Amit Trivedi 

개봉 : 2009년 10월 02일 

상영시간 : 138분 

 

출연 배우들 

란비르 까뿌르 Ranbir Kapoor / 남자 주인공, 시드 Sid - Siddharth Mehra 역 : 

콘코나 센 사르마 Konkona Sen Sharma / 여자 주인공, 아이샤 Aisha Banerjee 역 

아누팜 케르 Anupam Kher / 시드의 부친, 람 메흐라 Ram Mehra 역 

라훌 칸나 Rahul Kanna / 아이샤가 다니는 잡지사 편집장, 까비르 Kabir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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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의 수도 뭄바이 Mumbai (오랫동안 봄베이 Bombay라고 지칭되어 왔는데, 힌두 정당 집

권 시 1995년, 힌두식 이름인 Mumbai로 바뀜)에 사는 청년, 시드 Sid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대학

생 싯다르트 메흐라 Siddharth Mehra (란비르 까뿌르 Ranbir Kapoor 분)는 부자 사업가의 아들답

게 자기 중심적이며 공부에 흥미 없는 부주의한 말썽꾼… 

노는데만 정신을 팔지만 부친을 속이는 거엔 능해 자신을 쓸만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믿으며 사업 

물려줄 것을 꿈꾸는 부친의 바람을 이용해 새 차를 받아내는데.. 

뱅갈 출신 작가 지망생 아이샤 Aisha (Konkona Sen Sharma 분)를 만난 시드, 그녀와 함께 뭄바이

의 거리와 해변을 거니며 우정의 싹을 틔우고… 아이샤가 뭄바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Mumbai Beat라는 잡지사에 취직도 시켜주면서 단순한 친밀 관계를 벗어나려는 감정을 추스리려

고 노력하는데.. 

학교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들통나게 되어 집에서 쫓겨난 시드… 

아이샤의 아파트에 빌붙어 살며 아이샤의 도움으로 사진 작업하는 일자리도 잡는 등.. 

독립적인 아이샤를 통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드가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호감을 표하며 아이샤를 공략하는 미남 편집장 까비르 Kabir ( Rahul Khanna 분)… 

아이샤가 자신을 대책 없는 철부지 말썽꾼으로 보는 것을 알기에, 아이샤를 향해 싹트던 사랑의 

감정을 막고 둘 사이를 우정으로만 국한시킨 시드.. 

편집장보다는 시드가 자신과 통하는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며 사랑하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게 된 아이샤.. 

 

달라진 아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시드는 아이샤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