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떼 ~
인도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인도 영화 상영회,
12월의 상영회는 송년 특집으로
8일 오후 춤 공연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장소 :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 대사관 맞은 편), 인도 문화원
시일 :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7시
1부 : 영화 상영회 (14:00 ~ 16:30)
내 이름은 칸 name is Khan
2부 : 영화 상연회 송년 리셉션 (16:30 ~ 17:00)
인도 스넥과 인도 짜이
3부 : 송년 기념 작은 공연 (17:00 ~ 18:15)
1) 인도 전통춤 바랏나티얌 공연 (Ms. Charanya Kanna)
2) 인도 시 낭독 (Dr. Sureshkumar Manthiriyan)
3) 인도 악기 Veena 연주 및 노래 (Ms. Vijaya Parasu)
4) 볼리우드 춤 공연 (Camilla 공연단 – 리더 /박은경)
예약 : 전화 (02-792-4257, 4258) 혹은 이메일 info@india.kr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선착순 90명으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예약 시 밝혀 주실 사항들
1) 참가자 대표의 이름 2) 참가인 명수 3) 휴대폰 뒷번호 4자리 4) 이메일 주소
5) 1,2,3부 행사 참여 방법 (1,2,3부 전부 참가 / 1,2부만 참가 / 2,3부만 참가)
=============
영화 상영작 소개
=============
제목 : 내 이름은 칸 My name is Khan
감독 : 카란 조하르 Karan Johar
각본 : 쉬바니 바티자 Shibani Bathija
주연 : 샤룩칸 Shahrukh Khan, 까졸 Kajol, 지미 쉐르길 Jimmy Shergill
음악 : Shnakar Ehsaan Lov
개봉 : 2010년 2월 12일
상영시간 : 161분

줄거리 : 뭄바이의 중산층 회교도 가정의 리즈완 칸 Rizwan Khan(샤룩칸 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모친 라지아 칸 Razia Khan(Zarina Wahab 분)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모
친의 편애와도 동생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형 자키르 Zakir(지미 쉐르길 분)은 미국으로 이민해 샌
프란시스코에 정착하고..
모친 사망 후 홀로가 된 동생 리즈완을 내버려둘 수 없는 자키르는 좋지 않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리즈완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보살피며.. 부인 하세나 Haseena (Sonya Jehan 분)을 통해 동생의 특
이한 질병을 이해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고장을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뛰어난 기술을 본능적으로 가진 리즈완은 미국 생
활에 적응해가며..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힌두 이혼녀인 미용사 만디라 Mandira (까졸 분)을 만
나 사랑에 빠지고..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리즈완이 Khan을 가족의 성으로 받아들인 만디라의 아들 샘 Sam(Sameer, Yuvaan Makaar 분)과
함께 정착해 사는 이웃이 아프칸 전쟁터를 취재하다 죽게 되는데다… 911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에서의 회교도 협오증이 극대화 되고.. 회교도 성인 칸을 성으로 쓰는 샘이 학교에서 테러리스트
라며 핍박 당하다가 죽게 되는데..
아들 샘의 죽음과 리즈완 칸 과의 연관 때문에 괴로운 만디라는 리즈완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이
별을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지를 간구하는 리즈완에게 만디라는 미국 대통
령을 만나 ‘내 이름은 칸이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라는 말을 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
는데…
라즈완이 부시와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체포되는 등 갖은 고난을 겪는
동안, 만디라는 아들 샘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영화에 얽힌 흥미 있는 사실들
-

201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인도 영화계의 황태자 샤룩칸이 2년 만에 출연한 영화였고,
흥행 성공 보증 콤비라고 여겨졌던 까졸과는 (2001년의 까비 꾸시 까비 깜 이후) 10년만
에 찍은 영화였다.

-

700만불을 투자해 3,600만불 정도의 수익을 얻었지만, 기대가 켰던 탓에 큰 성공으로 기
록되지 않았던 영화.

-

2010년의 제 60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가 선정한 2010년 2월의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