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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영화<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68)

신 영 헌

I. 머리말 

한국 사회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1) 대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자 선
언문 격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의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에 달하는 외
국인이 다양한 신분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정주민과 이주민 간에 직간접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
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타문화
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레이
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이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윌리
엄즈는 문화를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생활 양식”(a 
whole way of lif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4)이라고 정의한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514).

1)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31~32쪽.

2)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66쪽.

3) 김진희,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권 1호(2014),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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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
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5)라는 문화의 정의 또한 윌
리엄즈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인간 집단의 총체적 생활 양식이라면, 세상에는 다수의 문화
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박준웅에 따르면, 속성상 “문화들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6) 왜냐하면 “특정한 내용으로 구축된 포괄적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아울러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
로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이해보다는 배척을, 합의보다는 독선을 이끌기 
쉽”기 때문이다.7)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공존보다는 차이를 통한 문
화 상호 간의 충돌을 일차적인 상호 간의 대응으로 받아들인다.”8) 문화의 
충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
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이 복
합적으로 얽혀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9) 그리고 이러한 문화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 그
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international marriage)의 경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
적이고 옳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
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10)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문화 간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인종 간 결혼갈등이 가장 일상
화된 대표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답게, 위 영화

4)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0), p. xiv.

5)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55/693/page (검색

일: 2022년 9월 7일)

6) 박준웅, ｢문화충돌의 상황에서의 관용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 41권 4호(2019), 1쪽.

7) 같은 책, 2~3쪽.

8) 같은 책, 3쪽.

9) 같은 책, 3쪽.

10) 이정희,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 계명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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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결혼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질적 문화들의 조우, 갈등 및 갈등 해소
를 잘 묘사한다.11) 특히 종족 문화(ethnic culture)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대처
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이하 본론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들을 짚어보고 위 텍스트
들이 이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영화소개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상류층 부부의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 배우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가족 코미디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14
년도에 개봉되었으며 러닝 타임은 97분이다. “Serial Bad Weddings”(일련
의 나쁜 결혼들)라는 원제가 시사하듯이 이 영화는 클로드 베르누이(크리
스티앙 클라비에 분)과 마리 베르누이(챈털 로비 분) 부부의 눈에 비친 
일련의 ‘나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프랑스 상위 1%
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정으로 둘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들은 프
랑스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나쁜’ 예로 보이던 딸들의 결혼은 영화의 결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멋
진’ 결혼으로 변해간다. 한마디로 <컬러풀 웨딩즈>는 이러한 시선의 변
화가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로서 그리
스 이민자로서 매사에 그리스식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바람
을 거스르고 전형적인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그리스계 미국인 여성 툴
라 포르토칼로스(니아 바르달로스 분)의 이야기이다.12) 툴라의 아버지인 
거스 포르토칼로스(마이클 콘스탄틴 분)는 모든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기

11)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순천향 인문과

학논총, 38권 1호(2019), 232쪽.

12) 조엘 즈윅이 감독을 맡고 톰 행크스가 제작한 위 영화는 제75회 아카데

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랐으며, 개봉 당시 20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역대 로맨틱 코미디 사상 최고의 수입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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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다고 믿으며, 그리스 여자의 덕목은 세 가지 즉 “그리스 남자와 결혼
해서 그리스인 아이를 낳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그것도 죽는 날까
지!)”이라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그는 시카고의 중산층 마을에 
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지은 집에 그리스식 동상을 세우고 그리
스 국기를 휘날리며 사는 대가족의 가부장이다. 그는 ‘댄싱 조르바’라는 
그리스 레스토랑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
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리스인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관객들의 의문은 “아빠는 딱 두 
가지만 믿는데, 첫째는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
움’(being Greek)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질병은 윈덱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툴라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거스는 미국에 
건너온 그리스 이민자들의 지독한 순혈주의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13) 그런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유리 세정제인 윈덱스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과 맞물려서 시작부터 관객의 공감이나 동의의 대상
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의 대상으로 제시된다.14)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 같은 족쇄로 작용한
다.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툴라는 이런 아버지의 바람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갈 것으로 체념하면
서 가족 기업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연명해 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 밀러(존 코벳 분)와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그와 만나면서 툴라는 보
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엄마를 설득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13)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37쪽.

14) 물론 거스가 윈덱스를 만병통치약으로 믿은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

다. 영화에서는 ailment, 즉 가벼운 질병의 치료제로 윈덱스의 효능을 

믿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아마도 피부 질환이나 종기 등 연고

(ointment)를 발라야 하는 질병에 대해 윈덱스가 효용이 있다고 믿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 이안이 얼굴에 난 뾰

루지에 윈덱스를 발라서 나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윈덱스에 대한 거스의 맹신은 그의 또 다른 맹신인 그

리스 우월주의와 연결되면서 양자를 희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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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던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My Big Fat Greek 
Wedding”(나의 성대하고 요란한 그리스식 결혼식)이라는 원제가 암시하
듯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순혈주의와 그리스 지상주의에 입각한 완고한 
반대를 뚫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주체적 
여성 툴라의 이야기이다.

2.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두 영화에는 여러 다문화 주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이러한 갈등
이 공간적 대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영화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시농
과 파리이다. 시농을 대표하는 시농성은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
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인 잔 다르크가 궁지에 처한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영국에 항전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한 유서 깊은 성이다.15) 이런 맥락에서 
베르누이 부부가 거주하는 시농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및 종교를 상징
한다. 이에 반해 딸들과 사위들의 주된 생활 배경인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문화와 인종이 뒤엉켜 공존하는 공간 즉 다문화 공간을 상징
한다. “파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내는 국제도시라고 한
다면, 베르누이 부부의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에 담긴 프랑스인으로
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강하게 전달되는 공간은 바로 시농이다”는 이정
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16)

영화는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대변하는 시농 시청에서 첫째 딸 이자벨
(프레데릭 벨 분)이 아랍인 청년 라시드(메디 사둔 분)과 결혼식을 올리
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그로부터 일 년 뒤 둘째 딸 오딜(줄리아 
피아톤 분)이 유대인 다비드(아리 아비탄 분)와 결혼식을 올리며 계속해
서 다시 그 이듬해에는 셋째딸 세고렌(에밀리 캉 분)이 중국인 청년 샤오
(프레데릭 카오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이 
세 번의 결혼식으로 베르누이 가문은 클로드의 말대로 소위 ‘베네통 가
족’(Benetton family)이 된다. 여기서 ‘베네통 가족’17)이라는 말은 인종차
15) 이정민, ｢영화 ‘컬러풀 웨딩즈’: 다양성과 톨레랑스를 만나다, 시농｣, 국

토, 457호(2019), 54쪽

16) 같은 논문, 53쪽.

17) 우리말의 ‘콩가루 집안’과 유사한 뉘앙스이다. 사전적으로 ‘콩가루 집

안’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 관계가 깨어

져 버린 집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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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광고로 유명한 패션 회사인 베네통사를 
빗대어 다문화 가문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클로이의 자조적 표현이다. 

<컬러풀 웨딩즈>는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발생과 이의 봉합이 이어지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장면마다 인종
갈등, 민족갈등, 국가갈등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
한 갈등들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바로 다문
화사회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의제임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사실 프랑스
는 1889년 6월 12일 제정된 국적법 이후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귀화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18) 1927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19) 결과적으로 1931년에
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프랑
스에 거주하게 된다.20) 2차대전 종전 해인 1945년에 프랑스는 전쟁의 여
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을 
통한 대규모 국외 노동자 이주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
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였다.21) 사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위시한 대표적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실패
하였음을 선언하게 되었다.22) 그 이유는 다문화주의(혹은 다문화정책)가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를 야기했고,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23) 결국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셈이다. 이
런 이유에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극복을 영화
18)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인문사

회21, 10권 6호(2019), 1006쪽.

19) 같은 논문, 1006쪽.

20) 이예훈, ｢새벽의 약속에 그려진 로맹 가리의 유년 시절-동유럽 거주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권(2019), 16쪽.

21)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1008쪽.

22)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30권 2

호(2012년), 84쪽.

23) 같은 논문,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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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법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컬러풀 웨딩즈>는 “프랑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 혹은 다문화 갈
등을 한 집안에서 일어난 다인종 간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황 설정을 통해 
무겁지 않은 코믹함과 자조적인 웃음을 통해 보여준다.”24) 첫 번째 갈등
이 발생하는 장면은 첫 손주인 벤자민(다비드와 오딜 부부의 첫 아이)의 
할례식과 이어지는 가족 만찬 장면이다. 손주가 (자신이 보기에) ‘야만적
인’ 이교(유대교)의 종교의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
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사가 뒤틀린 클로드는 만
찬 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불평하던 와중에 클로드는 파리의 몽마르뜨 거
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다. 몽마르뜨에 있는 한 
이국적인 식당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난 내가 중동
에 온 줄 알았다니까. … 프랑스인은 하나도 없더라고!”라고 불평한다. 이
에 대해 오딜은 “여권 검사라도 하셨어요?”라고 따지다가 마침내 “완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퍼붓는다. 기성세대인 클로드의 경우 프랑스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나 이미지가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인 오딜은 프랑스인은 시민권과 
국적법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외모나 문화로 식별할 수 없다
고 믿는다. 사실 이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쟁점이다. 즉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프랑스식 문화와 생활방식과 종교를 따르는 자만을 가리
키는 제한적 개념인지가 다문화 갈등의 핵심에 자리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갈등은 비단 <컬퍼풀 웨딩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클로드보다 훨씬 더 노
골적인 차별주의자이다. 그는 딸의 남자 친구인 미국인 청년 이안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논할 때 너희 조상들은 나무를 타
고 다녔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거스는 그리스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모든 언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문화학자들은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25)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

24)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1쪽.

25) 문화상대주의란 1930년대 미국의 두 인류학자 베네딕트(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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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
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기”26)를 가리킨다. 거스
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자문화중심주의이다. 그는 그리스 문
화가 최고이고 그리스 문화를 잣대로 타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한
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심해질 경우 타문화를 말살하고 자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문화제국주의27)로 진화한다. “비그리스인들
에게 그리스다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스의 신념은 이의 전형적인 예
이다. 

둘째, 문화 충돌과 갈등에서 핵심은 종교적 요소임이 두 영화 모두에서 
강조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컬러풀 웨딩즈>의 크리스마
스 파티 장면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
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마리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사위들이 좋아할 만한 코셔와 
할랄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리의 노력 덕
분에 모처럼 평화롭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된다. 그런데 영화는 파
티 도중에 아이들을 앉고 담소를 나누는 사위들 앞에서 마리가 손주들에
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다. 

마리: 우리 아기들, 재밌니? 예쁘지? ‘구유’라는 거란다. 이건 당나귀. 이
건 황소. 

Benedict)와 허스코비츠(Melville Herskovits)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별문화는 자율성과 독자적인 가치체

계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그가 속하는 문화

의 가치판단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 따라서 개인의 인식과 행위는 각 문

화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문화이해의 입

장”을 가리킨다. 유명기,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

연구, 창간호(1993), 31쪽. 문화사대주의란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

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

의”(두산백과)를 가리킨다.
26) 문선애,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

교교육학연구, 37권(2011), 176쪽.

27) 문화제국주의란 “한 특정 집단이 문화적 지배력을 독점 혹은 지배함으로

써 그들과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라금, ｢혐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제국주의’와 ‘폭력’｣, 문화와 융합, 40권 4호

(201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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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 … 아기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
나중에 보자.

이를 들은 두 사위는 즉각 장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

다비드: 할머니가 예수님을 홍보하고 가셨네.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
야.
라시드: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약성서를 핵심적인 경전
으로 공유하는 세 종교이지만,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이
에 따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증오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
러나 영화는 이런 차이가 과연 서로의 존재를 말살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 
차이인지를 되묻는다. 특히 자정 미사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
라는 마리의 제안에 대해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죠”라고 대답하
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라시드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양심과 의지로 선택
하는 신앙(신념)의 차이는 결코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도 회귀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신앙 행위의 차이는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일
정 부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던진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컬러풀 웨딩
즈>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집안의 종교적 전통의 차이가 기독교(개신교)와 그리스정교의 
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에 비해서
는 덜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의 그리
스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워낙 전면에 두드러지다 보니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
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안 쪽에서 그리스정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종
교적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서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 영화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통찰은 문화적 차별에 있어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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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다. 이
는 <컬러풀 웨딩즈>에서 장인 부부에게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위들이 막내 처제인 로라(엘로디 퐁탕 분)가 코트디부아르 출신 흑인 
청년 샤를 코피(눔 디아와라 분)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샤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가 아프리카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제의 배우자감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혼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샤를을 미행해서 그가 젊은 여성
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로라에게 고자질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샤를과 호텔에 동행한 여성이 그의 여동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유색인종 안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경험
한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
음을 영화는 폭로한다. 만약 자신들의 피부가 아프리카인들보다 덜 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
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또한 정당화되는 셈이다.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해
서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
스럽게 만드는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음을 
<컬러풀 웨딩즈>는 지적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경고한다. 

다문화텍스트로서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성별에 따
른 문화적 유연성의 차이 문제이다. 두 영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의 
문화를 고집하고 타문화를 배척하는 정도가 더 심하고 일관된 것으로 묘사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신원선은 “영화 속 갈등의 주도권을 쥔 아버지의 모습
이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
각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28)고 지적한다. 물론 
여성인 마리 베르누이와 마리아 포르토칼로스(레이니 카잔 분) 역시 영화 
초기에는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다. 그러나 마리는 딸들의 다문화·다인종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으면
서도 결국은 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21세기야. 여보, 세상이 변했다고. 

28)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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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이러한 입장 변
화가 사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의 민속 음식 요리법을 배우는 노력과 함
께 어우러지면서 더 큰 설득력과 울림을 갖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문
화적 수용성이 더 높다는 영화적 설정은 “여성일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긍정적임을,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 상대
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
다.29)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마리아 역시 남편보다는 훨씬 더 큰 다문화수
용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한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야. 머리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 돌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복종하면서도 나
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전복하면서 변화를 수용해 온 여성들의 투쟁을 위
트있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에서 결혼의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쪽은 인종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안의 남성 가장들이다. 즉 <컬러풀 웨딩즈>의 앙드
레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둘 다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비록 그들이 각각 자신들의 가정에
서는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들이며, 그런 이유로 자녀들의 결
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들의 억
지스런 요구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베르누이 부부와 밀러 부부가 수용하
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황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소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세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두 영화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문
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수용과 
양보가 필요함을 두 영화가 에둘러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3. 갈등 해결 방식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다문화 결혼을 모티프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유쾌하게 그리는 

29)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

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2권 2호(2020),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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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
에는 이 영화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
다. 이런 지적들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위 영화들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이면서 위 영화들을 
더 잘 음미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원선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대해 “이 영화의 최대 갈등이었던 순혈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 
제시나 해결책 없이 그저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그동안의 결혼갈등을 봉합
하는 의사 통합론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30)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가
짜 해결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밀러’라는 성은 ‘사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밀로에서 왔으며 ‘포르토칼로스’라는 성은 오렌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포르토말리’에서 왔으므로, 결국 자신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과일이
라는 거스의 빈약한 통합론 역시 그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31)

그러나 거스의 과일론은 애초에 두 집안으로 대표하는 이질적 문화를 통
합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결혼을 축
하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사가 양 
가문의 통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거스의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이 없이 갈
등이 봉합된다는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순
혈주의에 근거한 거스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안을 남편으로 맞이하
는 툴라의 선택 자체가 문제 제기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거스의 그리스 순혈주의와 그리스 우월
주의는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툴라의 선택처럼 자신
의 모든 것을 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두 문화의 상호이해와 수용에 근거해서 이뤄지느
냐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진짜 문제점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이안 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안은 순혈 그리스인이 될 순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
스의 방식을 수용한다. 결혼식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거스의 요
구에 따른다. 이의 백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

30)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39쪽.

31) 같은 논문,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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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면 거스 입장에서는 순
혈 그리스인이 아닌 토박이 미국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
무런 양보나 수용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결혼 이후에도 거스는 
이안이 대변하는 미국식 전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다문화텍스트로서 이 영화가 지닌 결
함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
인공 툴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툴라
에게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중심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점에서 회의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툴라는 자신의 숙
명과도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
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댄싱 조르바’를 벗어나서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여행사 직원이 되는 것에
서 잘 드러난다. 이런 툴라가 결혼 승낙 이외에 아버지와 남편 간의 문화
적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설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6년 뒤, 이제는 우리 딸이 그리스 학교에 갈 차
례가 되었다”는 툴라의 내레이션 역시 자신이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어렵게 탈출한 아빠의 그리스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
을 준다는 점에서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말이다. 

이에 반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갈등의 해소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수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서 훨씬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측 부모보다는 신부 측 부모인 
베르누이 부부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다. 앙드레(신랑의 아버지)
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예컨대 친지들을 400명이나 결혼식에 초대하겠다
든가, 결혼 전에 처가에서 수일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식 
결혼을 고집하는 등―에 황당해하면서도 클로드는 결국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 주면서 손님을 환대한다. 김현경은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
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32)이라고 

3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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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클로드 부부의 행위는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
중하고 환대하는 다문화적 실천의 좋은 예이다. 

 
물론 <컬러풀 웨딩즈>의 접근 방식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
닐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클로드가 
아프리카식 결혼의 절차와 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신랑의 아버지인 앙드레
(파스칼 은존지 분) 쪽에서는 별다른 수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앙드레가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아프리카 
전통 의상(부부)을 고집하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양보
와 타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앙드레 
입장에서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식민지배 문화를 많이 수용한 상
태에서 더 이상의 문화적 양보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앙드레 가문이 식민지배세력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클로드와 앙
드레의 화해와 상호이해가 다소 급작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원선은 이를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한다.33) 그러나 화
해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다고 해서 가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인
종과 민족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둘 다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가부장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그들은 보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사람 다 프랑스 민족주의
를 상징하는 드골(De Gaulle) 지지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식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낚시터로 향한 두 사람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앙드레: 그쪽도 이 결혼 반대해요?
클로드: 당연하죠.
앙드레: 난 당신이 공산주의잔 줄 알았는데.
클로드: 내가? 공산주의자?
        난 드골 지지자예요!
앙드레: 어, 나돈데! 아프리카 정책만 빼고요.

33)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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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만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용이한 것이 없다. 그것은 동
일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껏 가까워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옷
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옷을 바꿔입
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는 각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정체성34)을 전유하
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
정하는 것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
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요약한 바 있
다.35)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
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캔틀이 “결속된 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새로운 긍정적 모델”로서의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이
다.36) 여기서 캔틀이 상호문화주의의 우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
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의 양상과 혼종 정체성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다.37) 캔틀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화하는 반면, 상호문화성의 핵심 특징은 문화들 간의 개방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있는데,38)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정체성을 전유
하는 영화 속 장면은 위의 완벽한 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앙드레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제결혼은 파경에 이르기 쉽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해체하는 논리로 

34) 류동규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다문화 상황에서 역동적, 과정적으로 형

성되는 정체성으로,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정의한다. 류동규, ｢
상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소설교육: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집(2017), 303쪽.

35) Charles Taylor,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64쪽.

36) Ted Cantle, 홍종열, 김성수, 김윤재, 김정흔 역, 상호문화주의 (서울: 

꿈꿀권리, 2020), 11쪽.

37) 같은 책, 58쪽.

38) 같은 책,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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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다.

앙드레: 기름, 물, 섞습니다. 증거 여깄소. 안 섞이잖아요.
클로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카푸치노 말이요. 우유는 커피랑 잘
만 섞이는데?
앙드레: 그렇네? 내가 멍청한 소릴 했네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녹아있는 장면이다. 
클로드는 앙드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 반대가 상식
에 어긋나는 꼰대짓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앙드레 역시 순순히 이를 받아
들인다.

결국 만취한 앙드레가 ‘초콜릿 머랭’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깜둥이 머
리’라는 옛날식 이름으로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
고, 그곳에서 함께 갇힌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된
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앙드레 편을 든다. 즉 공통의 적과 싸우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는 신원선의 비판처럼 급
작스럽지 않으며 가짜 화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큰 차이가 아니며, 오히려 피상적
인 차이 속에 많은 공통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끝에 화해에 이른다
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III. 결론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
돌과 이의 극복에 주목하는 코미디 영화이다. 본래 다른 문화의 만남은 
상호 공존보다는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충돌의 가장 전형적
인 예가 바로 결혼이며,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
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
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
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Homo Migrans Vol.27(Nov. 2022)

80

때문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
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중층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 영화들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극복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
사한다. 

다문화 텍스트답게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
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대표적인 갈등 유형들인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영화
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모두 다문화
텍스트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인종문화적(ethnic) 요소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전자에서는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그들은 딸들이 프랑스의 전통적 종교인 가톨릭 신앙을 가진 프
랑스 청년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딸들은 하나같이 인종과 종교
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막내딸 로라마저 코트
디부아르 출신 아프리카 청년과 결혼하게 되자 베르누이 부부의 상심은 
극에 달하게 되며, 이는 부부관계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막
내딸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부는 자신들
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은 거스가 지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중심주의이다. 모든 그리스 여성의 사명은 그리스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순혈 그리스 아이를 낳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
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스의 그리스우월주의는 그의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툴라는 이런 아버지의 바람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결국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늙어
갈 것으로 체념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과연 처음 만난 미래의 사위에게 거스는 예의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에 관
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툴라의 결혼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영화의 후반부는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우월주의로 인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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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성공하는 툴라와 이안의 노
력을 묘사한다. 

두 영화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공통적으로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나의 그
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
소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
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대목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베
르누이 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기는 하지
만,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
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뤄진
다. 특히 술에 취해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은 문화간 차
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
화적 정체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solid)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고 말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타협으
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
의 그리스식 웨딩>의 문제점은 영화의 결말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즉 이안과 툴라에게서 난 딸이 다시 그리스 학교에 입학한다는 영화의 마
지막 설정이 그것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로라의 결혼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서 결국 이혼
까지 결심한 아내에게 클로드가 “마리, 나와 두 번째 허니문을 떠나 주겠
소?”라고 요청하고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샤오의 베이징에 들렀다 
라시드의 알제리, 다비드의 텔아비브도 가고 마지막으로 샤를의 고향도 
가야죠”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희극의 주제는 사회통합”이라는 코미디 영
화의 정석을 잘 보여준다.39)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yhshin@hansung.ac.kr

39) Northrop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1982),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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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영화<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신 영 헌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 문화 출신
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
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코미디 영화들이다. 두 영화
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
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컬러풀 웨딩즈>
의 경우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그들이 느끼는 거부감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막내딸 로라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
부는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가 지
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 중심주의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그의 딸 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백인 미국 
청년인 이안과의 행복한 다문화 결혼에 성공한다. 두 영화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공통적으로 그리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나의 그리스식 웨
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은 청교도인 이안이 그리스정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
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양측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갈등
이 해소된다. 특히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
식으로 갈등이 해소된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
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한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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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licts and Coexistence of Disparate Cultures: A Comparative 

Study on Serial Bad Weddings and My Big Fat Greek Wedding 
Shin, Younghun

Serial Bad Weddings and My Big Fat Greek Wedding are comedy 
movies which show various conflicts and events that take place while 
a man and a woman from different cultures are going out with each 
other and getting married. Both movies depict a variety of cultural 
conflicts that often occur when heterogeneous cultures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how those conflicts might be resolved. In 
the case of Serial Bad Weddings, the racial prejudice of the Verneuil 
couple,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ir daughters marrying spouses 
from other cultures,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Racial and 
religious differences are the main causes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ir sons-in-law. However, through a series of experiences during 
the marriage process of their youngest daughter Laure, they 
eventually overcome their racial and cultural prejudices and have a 
changed view of multicultural marriage. In the case of My Big Fat 
Greek Wedding, Gus's extreme Greek supremacy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s. However, his daughter Toula overcomes his opposition 
and finally succeeds in a happy multicultural marriage with Ian Miller, 
a white American youth. While the two films depict conflict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in common, they show somewhat different 
approaches in the way they deal with these conflicts. In the case of 
My Big Fat Greek Wedding, most conflicts are resolved by means of 
one-sided understandings and concessions of a family. The scene 
where Ian converts to Greek Orthodox Christianity and is baptized 
best illustrates this poi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rial 
Bad Weddings, major conflicts are settl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s and concessions between the two families. For 
example, the two patriarchs of both families, Claude and André, come 
to find that they have much in common while they are conversing 
and discussing various matters over the wedding ceremony at hand. 
They understand and accept each other more and more, and finally 
reslove their conflict.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Serial Bad 
Weddings shows a healthier way of solving problems concerning 
cultural diversity than My Big Fat Greek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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