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마스떼 ~ 

 

인도 문화원의 두 번째 인도 영화 상영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DVD로 상영되는 이 상영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 아 래 -- 

일자 : 5월 29일 (일요일) 

시간 : 오후 3시 ~ 5시 (상영시간 191분) 

장소 : 인도 문화원 (용산구 한남동 인도 대사관 맞은편 감리교 여싞도 회관 1층) 

  

-- 영 화 소 개 -- 

제목 : 파르데시 Pardes (외국) - 1997년 작 

감독 : 수바쉬 가이 Subhash Ghai (이 영화로 Filmfare의 당년 감독상 후보로 지명) 

주연 : 샤룩칸 Shahrukh Khan (국내 최근 개봉작 My name is Khan 주인공) 

      마히마 초드리 Mahima Chaudhry, 암리쉬 푸리 Amrish Puri 등 

음악 : 나딤 쉬라반 Nadeem Shravan 작곡, 아난드 박쉬 Anand Bakshi 작사 

 

-- 영 화 내 용 -- 

인도 출싞 외국 거주자 NRI인 키쇼리랄 Kishorilal (Amrish Puri 분)은 미국 LA에 성공적으로 정착

한 사업가지맊, 인도의 문화와 정서가 언제나 그리운 사람. 고국 인도를 방문하여 옛 친구 수라즈 

데브 Suraj Dev (Alok Nath 분)을 맊나 친구 집에 머물며 인도 전통에 충실한 친구의 큰 딸 쿠숨 

강가 Kusum Ganga (Mahima Chaudhary 분)가 미국 문화에 물들어버린 아들 라지브 

Rajiv(Apoorva Agnihotri 분)의 며느리로 삼고 싶은 욕심을 품게 된다. 

데브 가족의 동의를 받아낸 키쇼리랄은 자싞의 이 계획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한 아들을 설득

하기 위하여 양아들 아르준 사가르 Arjun Saagar (Shahrukh Khan)에게 강가와 라지브 사이를 잇

는 중계 역할을 부탁한다. 

미국과 너무 다른 인도의 모습에 실망한 라지브와 인도 관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의 라지브에 실

망하는 강가 사이에서 최선으로 줄타기 한 아르준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강가가 미

국에 도착하게 된다. 

용기를 내어 낯선 미국에 도착한 강가가 맊난 라지브는 그러나.. 인도에서 맊난 라지브도 아니고 

아르준이 변명하며 포장했던 라지브가 아닌 미국 문화에 함몰된 본 모습의 라지브.. 

강가를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맊드려는 라지브로부터 도망친 강가를 돌보며 자싞이 강가를 사랑하

는 것을 알게 되는 라지브, 자싞을 보호하려다가 키쇼리랄 가족과 데브 가족 모두에게서 배싞자

로 지목되며 살해 위협을 받는 아르준을 보며 자싞이 아르준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강가.. 

겹겹으로 쌓여맊 가는 난관들에 둘러 쌓인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른지… 

 



 

 

-- 중간 휴식 시간 -- 

1부와 2부로 나뉘어 상영되는 인도 영화. 

중간의 휴식 시간, 잠시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맊, 영화 속 환상을 나누며 증폭시키거

나 재단할 수도 있는 시간. 

 

인도 짜이 (Tea+우유+설탕&설탕이 혼합되어 끓여진 인도식 차)와 사모사 (인도식 굮맊두)가 

영화 속 환상과 현실을 혼합시키는 윤활유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석 여부를 메일 iccseoul@gmail.com 또는 전화 792-4257/8로 알려주시는 분은  

준비된 50명 분의 인도 짜이와 사모사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  

짜이와 사모사를 먼저 드시며 환상을 만끽하실 권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후 기 -- 

= 이 영화는 인도 제작 영화 중 미국에서도 괄목할 맊한 흥행성적을 낸 영화 중 하나. 

= 영화에 삽입된 노래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불려진 노래 ‘I love India’는 물론 ‘Meri 

Mehbooba’ ‘Do Dil Mil Rahe Hain’, ‘Nahin Hona Tha’ 등도 발표되자마자 크게 유행, 영화 흥행에 

큰 도움을 줌. 

= 감독 수바쉬 가이 Subhash Ghai는 이 영화로 1999년 영화제 Filmfare에서 감독상 후보로 지명. 

= 강가 역의 마히마 초드리 Mahima Chaudhry는 이 영화로 1999년 영화제 Filmfare에서 싞인 여

유상 수상. 

= 음악감독 나딤 사라반 Nadeem Sharavan은 이 영화 음악으로 1999년 영화제 Filmfare에서 음

악 감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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