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 속 주인공 주수인처럼, 나도 “이것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할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함께 나눠보아요. 

2.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고정관념’(편견)이 많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뭐? 여자

가 야구를 해?”라고 말하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나도 남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진 채로 말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

던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눠보아요. 

3. 영화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신의 꿈에 다다르지 못

했던 인물들이 등장해요. 야구부 코치,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 그리고 주수인의 아

버지. 그들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

로의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아요. 

❝말씀과 함께 나누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6,� 쉬운성경)

극 중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속 150k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

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수인에게, 사람들은 ‘넌 안돼’, ‘포기해’, ‘너의 

꿈은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해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꿈을 함부로 판단하고 좌절시키기

도 해요. 하지만 주수인은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건 바로 자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만을 믿다가는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께서는 분명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너클볼’을 던지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

나 그것은 우리가 허황된 꿈을 갖고,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잃지 않으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

신 모든 선한 일을 더욱 확실히 완성해주실 거예요. 

   



❝어떤 영화예요?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자이자� 최고� 구속� 134km,� 볼� 회전력의� 장점으로� ‘천재� 야구소녀’

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목받았던� 야구� 선수� ‘주수인’.� 고교� 졸업� 후� 오로지� 프로팀에� 입단해�

계속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꿈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도� 기회도� 잡지� 못한

다.� 자신을� 가장� 잘� 믿어주고� 이끌어줘야� 할� 엄마,� 친구들,� 그리고� 감독까지� 모두가� 꿈을�

포기하라고만� 한다.� 하지만� 야구부에� 새로운� 코치� ‘진태’가� 부임한� 후� 수인은� 큰� 변화를� 맞

게� 된다.� 영화는� 주수인이� 살아가는� 세상과� 겪는� 고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그래서� 주수

인의� 노력이� 더욱� 값지고� 빛난다.� 어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꿈

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는다.� 그렇게� 주수인처럼�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져봤고,� 꿈을�

향해� 나아가� 봤다.� 그리고� 한번쯤� 능력의� 한계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도�

해봤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세상의� 모든� 주수인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따뜻하고� 묵직한�

영화이다.�

❝영화이해를 위한 꿀TIP!

<야구소녀>를� 제작한� 최윤태� 감독은� 아내가� 한� 인터뷰를� 보고�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 이�

영화를� 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아내가� 리틀� 야구팀에� 있는� 여학생의� 인터뷰를� 본� 후� 내

게� 안타까움을� 전했어요.� 인터뷰에서는� 그� 소녀를� 천재� 야구소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여

자가� 야구를� 해?’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시선이� 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프로농구,� 남자� 프로배구처럼,� 프로야구는� 다른� 스포츠들과� 달리� 맨� 앞자

리에� 성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프로야구는� 남녀� 모두가� 뛸� 수� 있는� 무대라는� 뜻으로,� 남

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또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언어장애가�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

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넌� 대학교도� 안� 나와서� 무슨� 영화감독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극� 중� 주수인이�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사람

들을� 향해�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라고� 말하며� 밤낮으로� 야구�

연습을� 한다.� 최윤태� 감독은� 이� 주수인의� 담백하면서도� 강렬한� 대사에� 대해� “극� 중� 주수인

이� 듣는� 얘기가� 바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라며,� 이� 영화가�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주

수인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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