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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길버트그레이프》(1993)의원작은피터헤지스(Peter Hedges)가처

음으로쓴장편소설『What’s Eating Gilbert Grape』이며‘무엇이길버

트그레이프를갉아먹는가’로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누

가길버트그레이프를초조하게하는가』로, 그후2008년『길버트그레이

프』(강수정역)로다시번역되어출간되었다. 화《어바웃어보이(About a

Boy)》(2002)의각본가와《댄인러브(Dan in Real Life)》(2007)의감독으로

더유명한헤지스는, 원래는고등학생들에게극작을가르치기위해하룻

밤만에『길버트그레이프를따라』라는단막극대본을만들었다. 단막극

의반응이좋아서나중에이단편을희곡으로각색하고자했으나작품의

제맛을살리기위해서는소설이낫겠다는판단하에 4년간집필해 1991

년장편소설로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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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떠날수있는그들이부럽다

길버트그레이프



헤지스는『길버트그레이프』처럼미국의작

은도시인아이오와주웨스트디모인에서자랐

는데아이오와의작은마을에사는할아버지와

사촌집에많이갔었다. 헤지스는그때의경험

과그곳의풍경, 드넓은하늘과한없이펼쳐진

옥수수밭, 버려진 농가와 작은 학교들 그리고

길가를따라서있는워터타워( 화에서는가스탱

크) 등 자신의유년기와청소년기의경험을『길

버트그레이프』에그대로반 했다. 헤지스자신

의이야기가아닌허구라고설명했지만소설곳곳에숨어있는그의모습

과가족들의이야기를발견할수있다. 예를들면어니그레이프와전혀

닮은구석이없는남동생이, 절대로쓰지말라고한메뚜기를잡아다가

우체통에꽂아놓고머리를잘랐던이야기등이그렇다. 화와소설은

많은점이다르지만이야기의정서와원래의의도는같다고헤지스는말

한다. 그는 화《길버트그레이프》의각색작업을하면서두가지목표를

가지고있었는데, 어머니가유치장에갇힌어니를구하러집을나서는장

면과집을태우는마지막장면을넣는것이었다(강수정역, 2008). 

감독은라세할스트롬(Lasse Hallström)으로그는 1946년스웨덴스톡

홀름에서출생했다. 할스트롬은 1973년텔레비전 화《Shall We Go

to My Place or Your Place or Each Go Home Alone?》로데뷔했으

며 1987년보딜 화제유럽 화상, 1988년독립정신 화제외국 화상,

2001년팜스프링스국제 화제관객상을수상했다.

할스트롬은세계적인지명도를가진감독이지만그의조국스웨덴에서

는그룹아바(ABBA)의뮤직비디오감독으로더잘알려져있으며,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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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년동안텔레비전연출을했다. 아마추어연출가의아들로태어난

할스트롬은고등학교때, 단짝친구의록그룹결성스토리를찍은다큐멘

터리가방송을탄것을계기로방송국에입문하게되었다. 이후 1975년

로맨틱코미디《아가씨와건달들(A Guy and a Gal)》로데뷔하기이전까지

그는코미디작가겸감독으로일했다. 로맨틱코미디에안주하던할스트

롬은 1985년《개같은내인생(Mitt Liv Som Hund)》을만들어전세계의

이목을집중시켰고, 이 화로그해골든 로브최고외국 화상과뉴욕

비평가연합의 지지를 끌어냈고, 오스카에서는 최우수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오르는 광을안았다. 할스트롬감독의주된작품경향은무언가

가부족한가족들사이의불협화음과유머로고착되며이는 1999년작

《사이더하우스(The Cider House Rules)》까지계속되었다.

할스트롬은할리우드로건너온후1991년로맨틱코미디《사랑의울타

리(Once Around)》로 데뷔전을 치른다. 이후 조니 뎁(John Christopher

Depp II)과줄리엣루이스( Juliette Lewis) 주연의《길버트그레이프》를연

출해할리우드의사랑을한몸에받았다. 풋내기 던레오나르도디카프

리오(Leonardo Wilhelm Dicaprio)는《길버트그레이프》에서어니역으로

열연해오스카와골든 로브남우주연상후보에오르기도했다. 할스트

롬은유난히오스카, 골든 로브와인연이깊다. 《사이더하우스》는2000

년 아카데미 7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마이클 케인(Maurice Joseph

Micklewhite)이고령으로아카데미남우조연상수상, 각색상등 2개부문

을수상하는쾌거를거머쥐었다. 줄리엣비노시( Juliette Binoche)와할스

트롬의 아내 레나 올린(Lena Maria Jonna Olin)이 주연한《초콜렛

(Chocolat)》은제51회베를린 화제에서뜨거운환호를받았다.

할스트롬감독은국내에서《개같은내인생》으로처음소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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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다른작품으로는스웨덴이낳은최고의그룹아바의뮤직비디오《아

바 : 더무비(ABBA : The Movie)》(1977), 《아버지후보(Jap Ar med barn)》

(1979), 《행복한우리들(Tva killar Och En Tjej)》(1983), 《시끌벅적마을의

아이들: 여름그리고가을(Alla vi barn i Bullerbyn)》(1986), 《시끌벅적마을

의아이들: 겨울그리고봄(Mer om oss barn i Bullerbyn)》(1987), 《뤼미에

르와친구들(Lumiere et compagnie)》(1995), 《사랑게임(Something To Talk

About)》(1995), 《쉬핑뉴스(The Shipping News)》(2002), 《끝나지않은삶(An

Unfinished Life)》(2005), 《카사노바(Casanova)》(2005), 《혹스(The Hoax)》

(2006), 《새미(Sammy)》(2008), 《하치 이야기(Hachi)》(2009), 《디어 존(Dear

John)》(2010)등이있다.

《길버트 그레이프》의 출연 배우로는《가위손(Edward Scissorhands)》

(1990)과《캐리비안의해적(Pirates of the Caribbean)》시리즈(2003, 2006,

2007)로널리알려진조니뎁(길버트그레이프역), 1994년베니스 화제에

서여우주연상을거머쥔줄리엣루이스(베키역), 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

(어니역), 메리스틴버겐(Mary Steenburgen, 베티카버역), 본 화로데뷔한

달렌 케이츠(Darlene Cates, 보니 그레이프 역), 메리 케이트 셸하트(Mary

Kate Schellhardt,엘렌그레이프역), 로라헤링턴(Laura Harrington, 에이미그

레이프 역), 케빈 타이그(Kevin Tighe, 켄 카버 역), 존 C. 라일리( John C.

Reilly, 터커반다이크역),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1985)로한국

에처음알려지고《미녀삼총사(Charlie’s Angels)》시리즈(2000, 2003)를통

해악역배우로스타덤에오른크리스핀 로버(Crispin Glover, 바비맥버

니역)등이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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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그레이프》는어떤한컷어떤대사하나뺄수없이속이꽉찬

작품이다. 멈춤(고착)과성장(직면)을한눈에볼수있어심리학적인측면,

가족치료적인측면, 상담학적인측면등다양한관점에서해석이가능한

화다. 일반적으로우리는 화를보기전혹은본후에길버트의가족

이문제를가지고있으며이를어떻게해결하는지에초점을맞춘다. 그러

나필자는이관점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고자한다. 필자가주장하고

자하는가정은‘길버트의가족은해결가능한잠재력이있는건강한가

족이다’는것이다. 길버트의가족구성원을개별적으로볼때, 그들은모

두각자자기가처한상황에서고민하고고통스러워하고이겨내고자하

고또이겨냈기때문이다. 자살한아버지와그로인해먹기만하느라비

만이된어머니, 지적장애인어니, 외모에만신경쓰는사춘기여동생,

시집도안가고집안일을거드는누나, 가족을책임지는아들길버트. 이

들은모두그상황을건강하게이겨내는잠재력있는건강한가족임을

감독은보여준다. 

소설과 화의차이점

화와원작소설의차이점을말하기전에느낌부터이야기하자. 그것이

전체적인차이점이될수있을터이니. 소설은인간적이다. 완전하지않

은인간을묘사하고있다. 그래서땀냄새가난다. 이에반해 화는동화

적이다. 우리가꿈꾸어왔던완벽한인간을아름답게묘사하고있다. 그

래서현실적이지않다. 너무아름다워서.

소설에서는 화보다시간적·공간적제약이적기때문에등장인물들

01 가족치료, 화를만나다│ 9



의행위나생각등에있어서동기유발이좀더세 하게표현되어있다.

화에서는소설의내용을압축하고의도한부분만을활용하기때문에

원작에서표현하고있는세 한정황과상황이삭제될수밖에없다. 예를

들면길버트가씻기를거부하는어니에게폭력을행사하는장면을들수

있다. 화에서보는상황과행위는소설과아주미묘하게다르다. 화

에서길버트가어니를때린이유는에이미가정성껏만든케이크를망가

뜨리고, 길버트가의식적으로거부하고꺼리던푸드랜드에서사온케이

크마저망가뜨렸기때문이라는조금은단순한동기다. 그에반해, 소설에

서길버트가어니를때리는장면은길버트가베키로부터거울을통해직

면당했을때 다. 마침그상황에끼어든어니에게길버트가자신의감정

을투사함으로써벌어진일이었다. 이처럼 화와원작은의도하든그렇

지않든미묘한차이가있기때문에그다름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화의 도를 높이기 위해 제거된 소설의 소재

할스트롬감독은헤지스의원작소설『What’s Eating Gilbert Grape』를

두시간이라는제한된시간과 상에담아내기위해서몇가지소재즉

인물·공간·사건을제거했다. 대부분 화는원작의분위기와질을심

각하게왜곡하고훼손한다(김성곤, 2000). 그러나할스트롬은원작자헤지

스를각색자로참여하게함으로써한편의문학작품을훌륭하게 상에

담아낼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화에나오지않는부분을언급하

고자하는이유는하나다. 길버트와그의가족을좀더깊게이해하기위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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