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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플립> 원작 소설

★ “생기발랄한 소녀 줄리와 가슴 벅찬 결말, 우리는 이 환상적인 작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시카고 트리뷴>

※ 『플립』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이 책은 브라이스가 줄리의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두 가족은 오랫동안 서로를 불편한 이웃으

로 여긴다. 우리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웃 간 갈등과 오해를 겪어 본 적이 있다면 말해 보고, 그 원

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2. 줄리의 아빠는 브라이스에게 푹 빠진 줄리에게 전체 풍경을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림은 부분을 합친 것 이

상’이라고 말한다. 줄리는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올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 ‘전체는 부분을 합친 것 이

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3. 이후 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쳇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전체가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인지 이하인지 가늠해 본다.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자.

4. 줄리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있었지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베어진다. 우리나라 도심에서

도 흔히 일어나는 이러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의견 갈등에 대해 말해 보자.

Fall in Book, Fan of Literature. 에프는 종이책의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는 푸른책들의 임프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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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줄리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플라타너스 나무를 베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주변에는 일상생활에 파묻

히지 않고 삶의 기적을 느끼게 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 주변에 이러한 존재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

지 말해 보자.

6. 2년 동안 달걀을 버려 온 사실이 들통나며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큰 상처를 안긴다. 브라이스가 줄리의 달걀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시간을 되돌려 브라이스가 달걀을 버리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

에게 상처를 덜 입히는 올바른 결정’일까?

7. 달걀을 버린 일과 관련하여 브라이스에게 진심이 어린 사과를 받은 줄리는 초조함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줄

리가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낀 까닭은 무엇일까?

8. <플립>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데이비드 삼촌이 등장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

견을 보여 준다. 브라이스의 아빠와 친구 개럿이 공통적으로 보여 준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폄하 방식이 어떤 것이

었는지 설명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편견에 대해 말해 보자.

9. 브라이스 가족들이 데이비드 삼촌에 대해 알게 된 날, 브라이스는 자신도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상황이 달랐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하며 크게 

혼란스러워 한다. 브라이스의 인식이 전환된 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10. 줄리의 가족들은 데이비드 삼촌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11. 줄리의 가족과 브라이스의 가족은 외양적인 모습도 속내도 전혀 다르다. 두 가족을 비교해 보며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2. 이 책은 줄리와 브라이스를 비롯하여 뚜렷한 개성을 가진 두 가족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한다. 어떤 인물이 가

장 인상 깊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13. ‘누구나 일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개 빛깔을 내는 사람을 만난단다.’라는 쳇 할아버지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14. 줄리는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이후 자신이 겉모습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한다.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겉모습이 가지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15. 쳇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겉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한단다.’라고 말하고, 이후 줄리

는 이것이 브라이스의 엄마인 팻시 아주머니를 뜻한다고 짐작한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타인의 겉모습을 꿰

뚫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6. ‘바구니 소년’ 경매 행사에 대한 각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이 행사에서 ‘겉모습’이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생각해 보자.

17. 마지막 문장에서 ‘적절한 조명’이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18. 왜 책의 제목이 <플립>인지 자유롭게 의미를 해석해 보자.

19. 영화 ‘플립’을 보고,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0.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을 더 찾아보고, 책과 영화라는 매체에는 각각 어떤 개성과 장단점이 있는지 이

야기해 보자.

에프 편집팀  editor@prooni.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7길 16 푸르니빌딩 

www.prooni.com | Tel.02)581-0334 | Fax.02)582-0648   

신간 보도자료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