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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04년 7월에 할리우드 코미디 화 『해럴드와 쿠마, 흰 성에 가다』 

(Harold & Kumar Go to White Castle) (Leiner 2004)가 개봉되자, 주인공 
해럴드 리(Haorld Lee)와 쿠마 파텔(Kumar Panel)역을 아시아계 배우 존 조
(John Cho)와 칼 펜(Karl Penn)이 각각 맡았다는 점은 큰 주목을 받았다. 해
럴드 역을 맡은 존 조는 화계의 관심에 하여 “아시아계가 주연으로 발탁된 
것은 할리우드에서는 혁명적 사건으로 주류 사회에도 파장을 불러올 것”(동아
일보 2004. 7. 23)이라고 답하며 그의 출연이 할리우드에서 아시아계 미국 배
우에 한 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하 다. 화가 상업적으로 성
공을 거두자, 2008년에 두 번째 시리즈인 『해럴드와 쿠마 2: 관타나모 베이 
(Harold & Kumar Escape from Guantanamo)』가, 2011년에는 세번째 시리
즈 『해럴드와 쿠마3: 크리스마스 작전』(A Very Harold & Kumar 
Christmas)』가 만들어졌고,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해럴드와 쿠
마』 시리즈는 성공한 할리우드의 코미디 화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 한양사이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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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시아계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할리우드 화가 그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역사 및 문화에 한 화
이거나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의 모습이나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화
가 부분이었다. 또한 주인공이 아닌 경우 주류 미디어에 등장했던 아시아계 
남성들의 이미지는 말주변도 없고 남성적인 매력은 없는 인물이거나1) 스포츠
나 파티와 같은 “멋진(cool)” 문화와는 거리가 먼 공부벌레(nerd), 혹은 어
를 한 마디도 못하는 세탁소 주인이나 중국식당 배달원, 스파이크 리(Spike 
Lee)의 화 속의 돈에만 관심있는 인종주의자2) 등, 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상투적으로 그려져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요일 저녁, 거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던 두 젊은이가 TV광고에서 본 햄버그를 먹기 위해 밤새
도록 겪게 되는 황당한 모험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코미디 화
에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가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
다.3) 

따라서 본 화는 아시아계 배우의 캐스팅자체뿐 아니라 화 내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로 인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해럴드
와 쿠마』 세 번째 시리즈 개봉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는 “‘해럴드와 쿠마’와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스테레오타입을 깨버리
다”(With ‘Harold & Kumar,’ Asian Americans break stereotypes)(2011 Oct 
27)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작을 포함한 『해럴드와 쿠마』시리즈의 주인
1) 『아직은 사랑을 몰라요(Sixteen Candles)』 (1984)에 나오는 렁 덕 동(Long Duk 

Dong)은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미지의 인물로 등장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부정적으로 그린 캐릭터로 자
주 인용되고 있다. 

2) 스파이크 리의 1989년 작품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에 등장하는 한
국계 식료품 가게 주인은 타인종들에게 인색한 일벌레로 등장한다. 

3) 2003년에 개봉된 저스틴 린(Justin Lin)감독의 화 『내일은 행운이』(Better Luck 
Tomorrow)은 『해럴드와 쿠마』의 주연 존 조를 포함하여 4명의 아시아계 미국 남
성 배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비평가들로부터 “최초의 주류 아시아계 미국 
화(the first example of a real 'mainstream Asian American cinema’)”(Hillenbrand 
51)라는 평을 받았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가 타이틀 롤을 잡은 화가 특정한 
민족적 주제를 벗어나 “미국 화”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해럴드와 쿠마』는 이보다도 더 “미국적인 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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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은 “보통(regular) 중산층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이는 아시아계 
미국 남성에 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
로 아시아계 사람들은 유머감각이 없고 공부만 하는 책벌레로 남성성이 부족
하고, 혹은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고정관념(stereotype)이 강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화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되는 것
이다. 실제로 『해럴드와 쿠마』 첫 번째 시리즈의 성공과 함께 할리우드 스타
로 떠오른 존 조가 2006년 잡지『피플』지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섹시한 남
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은 본 화의 캐릭터들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변화
시키는 “개혁의 인물”(crusading character) (Hillenbrand 54)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가 미국 할리우드 화에서 그려지는 아시
아계 미국 남성에 한 부정적인 묘사 및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긍
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여지는 화의 한계 또한 지적되
고 있다. 김기태는 자신의 논문에서 해롤드와 쿠마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은 
주류 미국인들에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전히 동화될 수 없는 “ 원한 외국
인”(perpetual foreigner)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김기태 
48). 또한 김기태의 연구가 화의 내용 속에서 인물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지를 논의의 중심으로 하 다면, 화가 속하는 “코미디”라는 장르에 초점을 
맞추어 화가 가진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있다. 즉, 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는 사회의 인종주의적 고정관념이 “코미디”라는 장르 속
에서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됨으로 인하여, 이를 접하는 관객들이 그에 

한 감정적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화 속에서 반복, 강조되어 
사용하는 고정관념들을 자연스럽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이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Park & Gabbadon & Chernin).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가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을 하
든, 혹은 이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든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화가 아시아계 
미국 남성 인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진정
성”(authenticity)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계 미국
문학 및 문화연구가 서구의 관점에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표적인 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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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
작되어, 작품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어야 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는 기 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 뿐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순수한 개별성으로 
주목받기 보다는 해럴드와 쿠마에 한 평가처럼 그들이 속한 소수민족/인종 
그룹을 표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미국 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이라는 인종범주(racial 
category) 내 증가하고 있는 민족, 계층, 젠더, 문화, 종교 등의 다양성은 “아시아
계 미국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4) 더욱이 세계화를 통하여 국가간 
이동 및 소통이 쉬워지면서 미국 내 소수민족/인종 집단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과
의 관계 또한 더욱더 접해 지고, 이로 인하여 “아시안”과 “아시아계 미국인”간
의 경계가 모호해져,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한층 더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 세 들
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소수민족/인종에 속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과 “보통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사이에서 느끼
는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중적인 정체성(ethnic, hyphenated-American, pan-ethnic Asian 
American)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화의 주인공 중 하나인 존 조과의 인터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가 
화 홍보 차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난 한국인이지만 때로 미국인이고, 어떨 때
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동시에 아시아계 배우이기도 해요”(염희진)라고 하
는데, 이는 한국계 아시아계 미국 배우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겪는 다중
적인 정체성에 한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존 조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지금은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의 나라에 왔으니 한국인
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와 닿네요.”라며 디애스포라적 초국가적 정체성 또한 보
여주고 있다. 즉, 그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ethnicity)과 “아시아계”
4) 1970년 에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주로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1980년 에는 한국계, 인도계, 베트남계 등 2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Zhou and Le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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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종적 정체성 그리고 동시에 외부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미국
인”으로서 주류 사회로의 편입 사이에 놓여 있는 입장, 초국가적인 환경에서 
한국인 디애스포라의 일원으로서의 느낌 등, 다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할리우드 코미디 화 『해럴드와 쿠마』5) 화 
속 두 아시아계 남성 주인공들이 종래 주류 할리우드 화에서 그려진 아시아
계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고 있는지, 혹은 이를 코미디 소재로 이용
함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이미지를 고착화 시
키고 있는지에 한 논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신 마리화나, 섹스, 파티 등 
미국의 보통 “젊은이(youth)”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해럴드와 쿠마가 이
민자 가정에서, 그리고 화 속에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코미디 장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미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시선”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
며,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다중적 
정체성 사이에 놓여 있는 화 속 두 명의 “젊은 아시아계 미국 남성들”이 어
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하나의 그룹으
로 획일적으로 다루는 논의에서 벗어나 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관점 
및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겠다.  

II. 해럴드와 쿠마, 그들은 구인가?

 1965년 이민법 개혁 이후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상승하 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1970년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던 아시아계 미국인이 2010년 센서스 기준 혼혈 아시아인
을 포함하여 1,730만명으로, 총 미국 인구 중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최근 경향만을 살펴보더라도 2000년 이후 10년간 아시아인 인
5) 본고에서는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 중 2004년에 개봉한 첫 번째 시리즈 『해럴

드와 쿠마: 흰 성에 가다』를 주로 다루게 된다. 
6) 2010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총 미국 인구 중 1,470만명(4.8%)가 순혈 아시안으로, 

260만 명(0.9%)가 복수인종으로 응답한 혼혈 아시아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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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가율은 43%로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인 9.7%보다 약 4배 이상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Hoeffel et al 3). 이는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구 성
장 속도를 앞질렀으며, 히스패닉계 인구의 성장 속도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러
한 가파른 인구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아로부터의 오는 이민자들의 수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아시아계 이민자가 2009년까지 미국으
로 건너오는 이민자 총수의 27%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미국으로 가장 많이 이
민자를 보내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그 세 별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 1
세(the first generation)라고 불리는 이민자 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
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64%정도일 뿐 아니라, 27%는 이민자 부모를 둔 
1.5세(the 1.5 generation)7)와 2세들(The second generation)이고, 그 이상이 
되는 세 의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다(Zhou 33).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민세 가 가장 많은 향력을 가지며 관련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상 적으로 미국에서 자란 아시아계 젊은이(Asian 
American youth)에 한 연구가 소외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터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1.5세 이상의 젊은 세 들이 
주류 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이들의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이들에 한 논의가 이민세 와의 세 적 갈등이나 미국인으로 성
장해 가는 과정에서 두 상반된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화주의 담론 속에 머
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화의 주인공 해
럴드와 쿠마는 한국계, 인도계 등의 각각의 민족적 특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민 2세 젊은이들로 이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들이 속한 세 적 특징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중 1.5세  이상의 젊은 세 의 연구를 해 온 UCLA 
교수 민 차우(Min Zhou)는 이민 2세들 중에서 1965년 이후의 이민자 자녀들

두 그룹을 합친 인구는 총 1,730만 명, 미국 전체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Hoeffel et al 3).

7)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10  초반이 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부분
의 성장기를 미국에서 보낸 세 로 이들에 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 연구로는 Mary Yu Danico.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 (Hololulu: University of Hawaii, 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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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세기 전반기에 이민 온 세 의 자녀들과 구분하여 “새로운 2세 ”(the 
new second generation)(Zhou 38)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1965년 이민법 
개혁 이후 국가별 이민 할당제가 폐지되고, 가족이나 특정분야의 전문가 등 우
선순위 제도가 채택된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세 들의 자녀로, 21세기에 청
소년기 또는 이삼십 를 보내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같은 세  내에서도 하
나의 그룹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민족, 사회경제적 계층, 정착 과정 등에
서 다양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
로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2세”들이 20세기 전반
기 이민 세 의 자녀들로 1960, 1970년 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2세들과 비
교하여,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 
세  이민자 자녀들 부분은 노동자계층 부모 밑에서 차이나타운이나 리틀도
쿄 등과 같은 도시 내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에서 자라면서, 
민족/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심하게 차별 및 소외 받았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 로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전반
에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범민족적(pan-ethnic) 용어를 탄생시킨 사회운동
의 주체 세력이 되었고, 학마다 “아시아계 미국학과(Asian American 
Studies)”설립을 주도했다. 이들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소수인종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공통된 역사의식으로 하나의 통합된 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새로운 2세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고학력이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거
나, 혹은 이미 경제적 기반을 잡은 가족의 도움으로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비율
이 높았다. 이에 그 자녀들인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자녀들의 
경우가 그 전 세 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으며,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모여 있는 도시 내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을 벗어나 교외에 위치한 중
산층 주거 지역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중산층으로의 편입으로 교외로 이주했
던 그 전 세 와도 다른 점은 중산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교외 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동일한 민족/인종 그룹이 모여 
사는 또 다른 소수민족집답체류지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차우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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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소수민족집단체류 교외지역(ethnoburbs)이라고 불렀는데(48), 이는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교육을 시키고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주류 및 타 민종
/인종간의 교류가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같은 민족/인종끼리 모여 있음으로 여
전히 정서적, 문화적 안정감을 누리게 해 주는 역할을 하 다. 이러한 환경에
서 자라난 아시아계 젊은 세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아시아계 미국인 엑스
(Asian American X)”라는 제목으로 모아 책을 편집한 아라 한(Arar Han)과 
존 휴(John Hsu)는 그들의 서문에서 자신들이 이러한 교외의 아시아계 미국
인들의 중산층 주거지역(ethnoburbs)에서 성장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고 있다.

맨 처음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많
이 모여사는 교외의 주거 지역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와 같은 곳
에 살면서 우리 중 아무도 인종차별을 겪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
이었다.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2천명정도의 학생 중 반 정
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백인들, 매우 적은 수의 
라틴계와 흑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아시아계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었던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백인이 다수인 학교에
서 비백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주의적 괴롭힘으로부터 보
호받을 수 있었다.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we realized was that neither of us 
had experienced much racial persecution growing up in 
Cupertino, California, one of the many suburban Asian 
American enclaves fou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day. 
The racial breakdown of our high school of just under two 
thousand students--approximately half Asian and half white, 
with very few Latino or black students--placed us within a 
critical mass of Asian students, sheltering us from the blatant 
racism often encountered by nonwhite students at 
predominantly white high schools. (Han & Hs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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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을 따라 생활하면
서도 비슷한 아시아계 민족/인종 출신 이웃들과 함께 청소년시절을 보냄으로 
인하여 비교적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못하 다. 
아울러 이전 세 들과 다르게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소수자를 향한 제도
적인 차별이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소수자우 정책(Affirmative Action)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데 혜택을 누렸던 세 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인종그룹보다 고등교육교육 기관의 
진학률이 높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주류 사회로 진출하여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타 소수민족/인종 그룹에 비해서 높다. 이는 아
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표적인 고정관념인 “모범소수민족”(model 
minority)이 그간 학계로부터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전형적 이미지로 유지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교육학자 스
테이시 리(Stacy Lee)는 “모범소수민족” 이미지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신
자유주의적 자유시장 체제에서 인종적인 차이는 더 이상 결정적인 향을 주
지 않는다는 후기인종주의적(postracial) 담론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면서 오
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10). 따라서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2세들, 특히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은 모범소수로서의 
이미지의 직접적인 상이 되며, 당사자 자신들도 주변으로부터 받는 기 나 
선입견으로 인한 부담을 받게 된다.8)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화 속의 해롤드와 쿠마는 위에서 
논의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젊은이”를 떠올
린다. 우선, 2편에 등장하는 쿠마와 해럴드의 부모는 어에 서툰 세탁소, 슈
퍼마켓 주인이 아닌 깔끔한 수트를 입고 유창한 어를 구사하는 중산층 이미
지를 가지고 드러낸다. 특히 쿠마 아버지의 경우 쿠마가 하버드 의  인터뷰를 
볼 때, 교수가 그의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야기 할 만큼 미국 내에서 유명한 의
사로 등장하며, 병원에서 만난 쿠마의 형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와 같은 

8) 반면에 같은 소수민족이라 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가정에서 자란 2세들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즉,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자녀라고 하
더라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공동체 의식 
자체도 민족, 사회경제적 계층, 세 , 지역, 젠더 등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186  영미연구 제29집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해럴드와 쿠마가 중산
층 이상의 가정에서 성장하 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며, 부모 세  뿐 아니라 
3편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된 해럴드가 교외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들이 가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 화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보통 미국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평 자체가 아시아계 미국인 사이의 계층의 차이와 다양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아시아계 미국
인 중에서 “중산층” 출신의 젊은 세 의 실제(authentic)의 모습을 반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한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해럴드와 쿠마가 함께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젠버그
(Rosenberg)와 골드스타인(Goldstein)은 유 계 미국인들이며, 그들의 여자친
구 또한 아시아계가 아닌 해럴드의 경우 히스패닉계인 마리아(Maria), 쿠마의 
경우 유럽계 백인인 바네사(Vanessa)으로 이들 세 의 특징을 또한 반 한다. 
즉,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인 친구와 함께 생활하지만 타 인종/민족간의 교류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아시아계 미국 젊은
이들은 민족/인종간 결혼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소수민족이며, 2세인 경우 
34%가, 3세인 경우 반이 넘는 54%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타민족/인종의 배
우자를 만나고 있다(Rodriguez 95). 

아울러 해럴드와 쿠마는 그들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
고 소위 교육을 통하여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한 “모범 소수민족” 이미지
를 보여준다. 1편에서 프린스턴에서 만난 한국계 친구들이 주식 애널리스트인 
해럴드를 앉혀 놓고 어떻게 하여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질문
하면서 시종 감탄하는 장면은 코미디 장르의 특성상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럴드가 객관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쿠마도 아버지에
게 반항하고 의  인터뷰를 어이없이 망쳐 버리며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의  진학 시험인 MCAT을 거의 만점을 받고, 마리화나를 얻기 위
해 몰래 의사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의사로 오해를 받아 얼떨결에 맡
게 된 수술을 훌륭하게 해 내는 등, “머리 좋고 똑똑한” 아시아계 인물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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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이 화 속에서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럽게 
그려질지라도 둘 다 학을 졸업하 으며, 해럴드는 주식 애널리스트로 누구
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쿠마는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코넬 
등의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 의 의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등 “모범 소수민
족”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 속 해럴드와 쿠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
이 성장하여 억양 없는 어를 구사하고 좋은 학 교육을 받았으며, 마리화나
나 파티 등으로 표되는 “멋진”(cool)한 미국 젊은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
하는 데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고소득 직업을 통하여 “중산층 미국인”의 삶은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럴드와 쿠마가 언어적, 문화적으로 
“진정한 미국인(authentic American)”이라는 점은 그들이 단지 비백인이라는 
인종적 차이 때문에 겪게 되는 인종적 선입견과 부당한 우를 더욱 부각시킨
다. 다시 말해, 화의 주 고객이었던 젊은 관객들이 학창시절 교실에서, 직장
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종래 할리우드 화에
서 주로 그려졌던 아시아계 남성 캐릭터들이 아닌 해럴드와 쿠마에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에 한 익숙함과 함께 동시에 이들을 향한 화 속 상황
의 어이없음을 보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코미디 장르는 “일어날만한 일(plausibility)과 일어날 수 없는 일(implausibility) 
사이의 균형”(Pye 67)이 중요하다.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공감

가 있어야 함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반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화의 웃음을 제공하는 포인트는 해럴드나 쿠마라는 인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어이없는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미국사회
의 “편견”들이다. 이는 부분의 관객들이 공감할 만큼 미국 사회에 존재해 왔
던 인식들이며 이것들로 인하여 실제로 이러한 이미지와 거리가 먼 “보통 미국
인”인 해럴드와 쿠마가 얼마나 어이없는 모험들을 하게 되는지에 한 반전을 
통하여 웃음을 터트리게 되는 것이다. 1편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뉴스를 통
하여 공개된 경찰서에서 도망한 두 용의자의 몽타주(그림 1)에 나타난 전형적
인 삼각모자를 쓴 “중국상인”과 터본을 쓴 인도인과, 이어 나오는 “이는 거의 
똑같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는 해럴드와 쿠마 개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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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으로 그들이 보여지는 시선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며, 본 화의 웃음
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후기인종사회의 도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 다. 
이는 더 이상 “인종”이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나 위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되지 않으며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미국 통령의 얼굴은 이를 충
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기인종사회 시 의 관객들은 화 속 
소재로 등장하는 인종적 편견을 웃음의 포인트로 여길 만큼 부조리하게 느끼
고 있으며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화 속 당사자인 해럴드와 쿠마 역시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같은 입장에 현시 의 “보
통 미국인”과 다를바가 없는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실제 존재하는 부조리함을 부각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III. 해럴드와 쿠마, 그들의 성장 

개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집단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와 어떠한 관계인지 알아야 한다. 그
렇게 할 때, 우리 개개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결정한 공동체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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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In order to more fully exercise the freedom to be individuals, 
we must learn what our collective identities are and how we are 
tied to them; in doing so, we may also become a 
self-determining collective body of individuals. (Han & Hsu 7)

  
비백인인 소수민족/인종의 개개인들은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와 
함께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민족 커뮤니티, 또한 인종 범주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집단 정체성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인종적으로 백
인으로 편입되는 유럽계 이민자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이민 후 세 가 지나면서 백인 주류 사회로의 편입이 자연스러운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인 경우 세 가 아무리 지나도 “아시아계”라는 인종적인 특징 
때문에 유럽계 미국인들과 같은 동화과정을 겪기는 쉽지 않다. 20세기 후반 
되살아난 개인의 뿌리 찾기 분위기의 일환으로 유럽계 미국인들도 아일랜드계
(Irish), 이탈리아계(Italian) 등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우기도 하 지만 이미 
인종적으로 백인화를 통하여 주류로 편입된 이들에게는 선택적 민족성
(optional ethnicity)이 가능하 고, 비유럽계 이민자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선
택”이 불가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 3세, 4세 이상이 되어 문화적,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
디서 오셨나요?“ “ 어를 참 잘 하시네요“라는 질문을 아직도 받는다는 증언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다. 즉, 다시 말해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인으로 살아왔는지와 별개로 내부인이 아니라는 편견에 시달리
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러한 편견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 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을 적군으로 간주하여 강제 수용했다든지, 1980년  일
본 자동차의 수입의 증가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이 중국계 빈센트 친
(Vincent Chin)을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911이후에 아랍계 미국
인 혹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남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폭력사건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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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들은 아직도 미국인이 아닌 “외부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세 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의 인식은 모국의 민족/국
가적 정체성을 비교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민세 보다는 해럴드와 쿠마와 
같은 그 후  세 의 정체성 형성에 혼란 및 갈등을 준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부모로부터 한국계, 인도계와 같은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의 향을 받고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배운 미국의 주류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중문화를 
가지게 된다. 또한 개별 민족성은 무시된 채 “비슷하게 보이기”에 충실한 미국
의 인종화 과정 속에서 같은 아시아계 중에서도 해럴드의 경우 중국계, 일본
계, 만계 등과 같이 동아시아인(East Asian)으로, 쿠마인 경우 베트남계, 태
국 등과 함께 남부아시아인(South Asia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9) 따라서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는 두 주인공이 미국의 젊은이로서 가지는 한 개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민족/인종 정체성 사이에서 겪
게 되는 경험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다중적인 정체성 사이에 놓여있는 갈등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화에서 해럴드와 쿠마가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다.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는 최소한 해럴드나 쿠마를 통해서는 
“한국”이나 “인도” 등 그들의 개별 민족성(ethnicity)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
소들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는 본 화를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
9) 이렇게 개별성의 구별 없이 “보이기”에 충실한 인종화 경향은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계 배우들을 민족/국가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캐스팅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005년 아더 골든(Arthur Golden)의 1997년 원작을 바탕으로 한 화 『게이샤의 
추억』 (Memoirs of Geisha)에서 중국 여배우 장쯔이와 공리가 일본 게이샤 역할로 
캐스팅 되었고, 한국계 칼 윤(Karl Yune)이 중국 배우 공 리의 상 역인 일본인 역
할을 맡았다. 한국계 배우 릭 윤(Rick Yune)은 1999년 2차 세계 전을 둘러싼 일본
계 미국인들과 미국인들과의 갈등 및 삶을 그린 『삼나무에 내리는 눈』(Snow 
Falling on Cedars)에서 일본인 배역을 맡았고, 『아나콘다2: 사라지지 않는 저주』 
(Anacondas II: The Hunt for the Blood Orchid Child) 에서는 주인공 빌 존슨(Bill 
Johnson)의 인도네시아 현지인 친구 트란(Tran) 역할을 하 다. 또한 물론 같은 민
족이긴 하지만 위의 릭 윤은 2005년 1월 개봉한 『엘렉트라 (Elektra)』의 단독 캐
스팅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배우 윌 윤 리(Will Yun Lee)와 함께 2002년에 개봉
된 007 시리즈 『다이 어나더데이(Die Another Day)』에 북한 장교역을 맡았었다. 
2009년 존 조가 맡아 화재가 되었던 『스타트랙 더 비기닝』(Star Trek: The 
Begining) 1등 항해사 히카루 슬루(Hikaru Sulu)도 일본인 캐릭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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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인공임에도 “주류 화” 중 하나로 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
는 해럴드와 쿠마가 속한 민족 커뮤니티의 “상징적 민족성”(symbolic 
ethnicity)10)나 고정관념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그들 외부에 위
치시키고 해럴드와 쿠마를 이들의 관찰자 입장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관객들
은 주인공들이 상  인물들이 표하는 “전형성”에 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1편에서 해럴드와 쿠마가 동아시아 학생 클럽(East Asian Student 
Club)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해럴드는 같은 한국계
이면서 자신을 좋아하는 신디 킴(Cindy Kim)에게서 파티에 초 를 받지만, 이
에 하여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음으로 경찰의 추격이 두려웠던 해럴드가 마리화나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
자 이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쿠마는 프린스톤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거절했던 
“동아시아 학생 클럽” 모임에 해럴드는 참석하게 된다. 거기서 만나는 동아시
아 학생들은, 깔끔한 기숙사 거실에 모여서 해럴드에게 취직 및 직장에 한 
상담을 한다. 이 중 셔츠의 단추를 목에까지 채우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
아 진지하게 질문하는 남학생들은 아시아계 미국 남성에 한 부정적인 이미
지인 “공부벌레”를 재현함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못해 화
를 나누고 있지만 그들과 전혀 동질감을 보이지 않는 해럴드의 모습을 통해 관
객들은 해럴드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파티에 해럴드를 초 하면서 신디가 “케니의 어머니가 김치
찌개 한 냄비를 주고 가셨어”라고 하자 친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만, 헤
럴드는 “김치찌개”가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임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불쾌한 표
정을 짓는다. 즉, “아시아계같이 않은 인물” 이라 평가받는 해럴드는 화 속에
서 과장된 전형성으로 그려지는 자신과 같은 민족 그룹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서, 오히려 관객의 시선과 동일시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0) 1979년 허버트 캔즈(Herbert Gans)의 논문 “Symbolic ethnicity: The future of 
ethnic groups and cultures in America”라는 논문으로 인하여 시작된 개념으로 미
국의 이민자들이 세 를 거듭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되면서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민족문화의 중요성은 거의 사라지고, 특정한 민족 음식이나 언어 등과 같이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문화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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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럴드는 거절하지 못하고 파티에 응하게 되지만, 이를 
신 거절하고 해럴드를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쿠마이다. 그리고 쿠마가 해럴

드에게 하는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낸다. 

쿠마: 너가 그 “조이 럭 클럽”에 나를 버리려고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걔네들 파티가 어떤 건지 알잖어. 
해럴드: 내가 어떻게 말하기 바래? 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쿠마: 그냥 안간다고 해. 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Kumar: I can’t believe you were gonna ditch me for the Joy 
Luck Club. 

You know what their parties are like. 
Harold  What do you want me to say? I was under pressure. 
Kumar: Just say no. That’s all it takes. Here.  

『조이 럭 클럽』은 중국계 이민자들의 이민자의 삶과 이민자 세 인 엄마와 
2세인 딸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미국 작가 에이미 탠(Amy Tan)의 작품
의 제목으로 할리우드에서 같은 제목으로 1993년 화로 제작되어 상업적으
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티
타임을 가지면서 각 인물들의 이민 스토리를 돌아가면서 들려주는 화로, 쿠
마가 동아시아 학생 클럽 파티를 『조이 럭 클럽』이라고 부르며 이를 “여성들
의 모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파티가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
와 함께 동아시아계 남성들을 여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주류의 부정적 고
정관념을 직접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쿠마의 관점은 앞선 장면에
서 동아시아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일은 행운이』(Better Luck 
Tomorrow)(2003) 화를 해럴드가 좋아하자 “여자들의 화”라며 쿠마가 해
럴드를 놀리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해럴드와 쿠
마는 화 속 인종주의적 시선의 상이 되는 동시11)에 그 상인 “한국계” 
11) 1편에서 화에서 해럴드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일을 해럴드에게 떠맡기고는 “아시

안들은 숫자를 좋아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주말을 만들어준거야”라고 말하거나, 
해럴드와 쿠마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백인 펑크족들이 이들을 만날 때마다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를 통해 바라본 신세대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의 성장  193

“인도계” 또는 “아시아계”라는 민족/인종적 그룹과 스스로는 거리를 두는 이중
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럴드와 쿠마는 여전히 자신이 이민자 가족과 커뮤니티 
속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향과 그들에게 주어진 민족/인종 정체성에서 완전
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해럴드는 그의 한국계 친구 신디 킴을 
싫어함에도 그녀가 전화를 하면 받아주고 초 에도 항상 마지 못해 응하는 모
습을 보이고, 이를 답답해 하는 쿠마가 해럴드에게 그 이유를 묻자, 해럴드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을 “트윙키(Twinkie)”라고 부르는데, 자신은 그것
이 너무 싫다고 답한다. 

해럴드: 그녀는 동아시아 학생 클럽인지 뭔지에 늘 가잖아. 그래서 
나는 참여하는 관심있는 척이라도 해야돼, 그렇지 않으면 트윙키
라고 부른단 말이야. 
쿠마: 뭐? 
해럴드: 트윙키-겉모양은 아시아인데 속은 백인인 사람이란 의미
야.

Harold : She rambles about her East Asian Students Club or 
whatever. Then, I have to actually pretend that I give a shit. or 
else she calls me a Twinkie. 
Kumar : A What? 
Harold   Twinkie-yellow on the outside, white on the inside 

해럴드는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룹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싶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다. 그리고 해럴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모두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내가 원하든 아니든 결국 신디와 결혼하게 될 거야”라며 
사회적 편견의 틀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중산층 이상의 이민자 자녀로 자라 주류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한다. 또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경찰에게 잡혀 부당하게 티
켓을 받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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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주어지는 “한국계”, “동아시아계”라는 집단 정체성이 그 내부에 내재
화되어 자기 자신조차 그 틀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쿠마는 상 적으로 해럴드보다 그 향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럴드와 표현 방식이 반 일 뿐 결국 행동의 동기는 유사한 것이었고, 이는 1
편 마지막에 쿠마가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화이트 캐슬에서 햄버그를 다 먹은 
후에 해럴드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에피파니(epiphany)”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의  인터뷰를 망치고 다녔던 것은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
문이 아니라 그저 “결국 의사가 되는 머저리 같은 보이는 인도 사람들 중 하
나”(one of those nerdy Indian guys turned doctor)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고 고백한다. 

쿠마: 나는 오늘 오전에 있는 (의 )인터뷰를 갈까 해. 
해럴드: 정말이야? 
쿠마: 그거알아. 나는 일생동안 결국 의사가 되는 머저리 같아 보
이는 인디언 친구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 하
지만 밤새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의술에 타고난 재능에 갇혀서 사
는 것보가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살
릴 수 있다는 것이 멋진일 아니었어? 그건, 윽박지르는 아버지와 
내가 닐 페트릭 해리스를 보면서 의사를 꿈꿔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 사이 정도의 기분이랄까. 그러나 난 항상 그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Kumar: I think I may actually go to my interview today. 
Harold: are you serious? 
Kumar: You know, my whole life i’ve just been scared of being 
one of those nerdy Indian guys turned doctor. but tonight got 
me thinking. there are far worse things in this world than being 
tapped for having a natural ability in medicine. plus how cool 
was that saving that dude’s life last night? it was somewhere 
between that, getting yelled at by my dad and seeing Neil 
Patrick Harris that I realized that i’ve always wanted to be a 
doctor, but I’ve just been too scared to admit it to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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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해럴드와 쿠마는 미국사회의 인종적 고정관념을 통해 자신을 바라
보면서 그것과 동일시되는 것에 한 두려움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
성에 일부분인 자신의 민족/인종적 배경의 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럴드와 쿠마가 화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이없는 모험
들과 반전들은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
해 준다. 그 중 가장 큰 반전은 그들이 『조이 럭 클럽』이라고 무시했던 동아
시아 학생 클럽의 파티가 실제로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 던 것이다. 이
를 본 쿠마와 해럴드는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을 자각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과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는 자신들에 해서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더욱이 화 말미에 핫도그 가게에서 자신의 
이웃 로젠버그와 골드스타인을 우연히 만나 신디가 로젠버그와 키스하는 장면
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해럴드의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된다. 결국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한국계 여성인 신디라고 생각했던 해럴드가 
로젠버그와 사귀는 신디를 보면서 자신이 갇혀 있었던 틀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 내부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사회적 인물
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망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화 초반의 해럴드는 등 뒤에서는 혼잣말로 거침없이 욕을 뱉으면서도 겉
으로는 “조용한 아시아인”의 전형을 보이던 인물이었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는데 소극적이고 사회적 권위에 순응적이었다. 1편 첫 장면에서 직장 동
료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주말에 놀기 위해서 해럴드에게 떠맡겨 버렸을 때
도 내키지 않았음에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며, 집 앞 바로 앞 완
벽한 주차 공간을 먼저 발견했음에도 백인 펑크족들의 시비에 그냥 물러서 결
국 차를 세우기 위해서 동네를 빙빙 돌다 겨우 길가에 차를 세운다. 새벽 2시 
30분에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기 위해 아무런 차가 다니지 않는 횡단보
도에서도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경찰이 220달러나 되는 부당한 벌금
을 부과해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또한 수년동안 짝사랑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막상 만났을 때 인사 이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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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해럴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이면
에 해럴드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정관념을 타입을 내재화시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 해럴드는 밤새 화이트 캐슬에 가기 위해 겪은 여러 “모험” 끝에 핫
도그 가게 주차장에서 화 내내 등장하여 이들을 괴롭혔던 백인 펑크족들을 
만나자, 그냥 당하지 않고 그들의 트럭을 빼앗아 달아난다. 그리고 소리를 지
르며 따라오는 그들에게 쿠마는 인도인들의 억양으로 “고마워, 또 오세
요”(Thank you. Come again)에게 되갚아주는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인종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백인 펑
크족들은 그들이 트럭 안에 남겨둔 마리화나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 가는 신세
가 되고, 더 나아가 햄버그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직장 동료들에게, 해럴드는 
이제 다시는 부당하게 일을 떠맡지 을 것임을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1
편 마지막으로 해럴드가 수년간 짝사랑해왔음에도 말하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면서 화가 끝을 맺는다.    

본 화는 미국 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나 학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던 두 젊은이가 “화이트 캐슬 햄버
그”를 먹기 위한 모험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인종적 편견을 
정면으로 만나는 이야기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회적 고정관념의 상이
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인종/민족적 집단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루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인종/민족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가 선택하는 집단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해럴드와 쿠마같은 학을 졸업한 20  중반의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독립된 결정을 내리며, 자신 자신만
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다(Zhou & Lee 2).”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어지
는 기준, 규칙, 압력, 한계 등은 내부적인 관점과 외부적인 관점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이를 복잡하고 힘든 과정으로 만들기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 이상의 아시아아계 미국 젊은이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를 통해 바라본 신세대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의 성장  197

데 이는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인 경우, “소수민족”을 바라보는 인종주의적 편
견이 그들 스스로에게 내재화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두 주인공들도 미국 내 “소수민족/인종”을 바라보는 외부적
인 시선 및 편견으로 인하여 하나의 독립된 자유로운 개인(free individual)으
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
해 그들은, 이민세  부모에게서 받은 “개별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나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이라고 하는 “인종적 정체성”(racial 
identity)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집단 정체성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
나, 혹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민족/인종적 특징을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형성한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쿠마의 에피파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가진 의사로서
의 재능을 “의사가 되는 머저리같은 인도인”들이라는 스테레오 타입 속에서 보
지 않게 되는 것, 즉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 자체에 해 도전하
고 벗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IV. 결말: “GenerAsian X”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초반에 태어나 21세기에 20-30 를 보내는 
세 를 부르는 말로 “X-세 ”(Generation X)라는 용어가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  “신세 ”라고 불리며 외국문화개방 및 중문화 확산의 시 를 경험
하고 이와 더불어 소비 시장을 주도하 던  X-세 는 그 이전 세 와 다르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
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처음 이러한 신
세 가 등장하 을 때, 이들의 특징을 한 마디로 이야기 할 수 없음에 착안하
여 알 수 없다는 의미의 ”X”를 붙여 이들을 “X-세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다. 

비슷한 이유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자란 젊은 세 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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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 아시아계 미국인”(GenerAsian X)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전 세  
아시아계 작가나 할리우드 주류 화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적 
역을 개척하는 젊은 세  예술가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문화
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 의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은 기존
의 소수민족/인종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혼종 문화”(emergent culture of 
hybridity)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 (Zhou and Lee 22)를 받고 있다. 즉 “아
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던 전 세  젊은이들과도 다른, 또한 동
시  미국의 주류 백인 젊은이들 문화와도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해럴드와 쿠마』 시리즈는 존 조와 칼 펜의 탁월한 코미디 연기와 그들이 
겪는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내용을 하는 코미디 화지만, 실은 미국사회의 시

착오적인 소수인종/민족에 한 고정관념들을 웃음 거리(butt of a comic)으
로 삼고 있는 화이며, 오히려 해럴드와 쿠마는 이러한 고정관념의 상이면
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당
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이며, 이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도 동시에 이를 자
신도 모르게 내재화 하여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 틀로 바라보며 
거부한다. 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도, 이와는 
거리감을 둠으로 미국 주류 사회로 동화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늘 손쉽게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햄버그를 
선택하여 먹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문화에서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그는 
미국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표적인 상징이라는 견해(Rogers 282)가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신세  해럴드와 쿠마에게는 “햄버그”는 그저 그들이 “지금 가
장 먹고 싶은 저녁식사”에 해당하고, 수 많은 선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의 성장을 의미한
다. 

쿠마가 언덕 위에서 화이트 캐슬로 내려가기 위해 행글라이더를 타자고 해
럴드를 설득하면서 하는 “거창한” 연설은 그 상이 “햄버그”라는 설정으로 인
하여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지만,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하며 놀지, 어떤 사랑을 할지 등의 결정은 자기 자신의 “욕구”(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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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충실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이며, 자신들의 민족/인종적 특징 또
한 이 일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쿠마: 너는 이게 단지 햄버그의 문제인 것 같아? 내 이야기좀 들어
봐.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야. 우리 부모님은 정치
적 탄입과,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서 이 나라에 왔어. 배고픔, 해럴
드. 그들은 정말 많이 배고팠단 말이지. 그들은 그들을 모두 평등
하게 해주는 나라로 오고 싶었던 거야. 햄버그 판매 로 가득한 
나라. 그냥 하나의 햄버그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수백가지의 
다양한 사이즈, 토핑, 재료들. 바로 그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해럴
드. 미국! 

Kumar so you think this is just about the burgers, huh? let me 
tell you, it’s about far more than that. our parents came to this 
country. escaping persecution, poverty, and hunger. Hunger 
Harold. They were very very hungry. They wanted to live in a 
land that treated them as equals. a land filled with hamburger 
stands. and not just one type of hamburger, okay? hundreds of 
types with different sizes, toppings, and condiments. That land 
was America. America, harol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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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entures of the New Second Generation of 

Asian Americans in Harold and Kumar 

 
Lee, Sooyoung

 

Asian American youth culture has been marginalized in Asian American 
studies due to the fact that the immigrant generation still makes up the 
majority of the communities, and have a great impact on the succeeding 
generation. However, as new generations come of age, they are becoming 
visible groups in American society included a mainstream popular culture. 
In this sense the casting of two Asian American actors, John Cho 
(ethnically Korean) and Karl Penn (ethnically Indian) in  leading roles in 
the successful Hollywood comedy film series “Harold and Kumar” reflects 
this trend. 

Harold and Kumar play the children of post-1965 immigrants, and they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1960s and 1970 who grew up in segregated urban ethnic enclaves. 
By contrast, Harold and Kumar are from an affluent middle-class suburbia  
and enjoy  the diversity of American culture. Furthermore, under a social 
system that is less discriminative against ethnic/racial minorities,  the 
charact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achieve social mobility in education 
and profession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is new second generation of Asian Americans 
by examining the two main  characters, Harold and Kumar, who can be 
perceived as representing this group. Harold and Kumar has been 
celebrated for breaking various stereotypes of Asian America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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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stream Hollywood  by portraying two Asian American young men as 
just regular Americans. There are some critics however, who claim that  
the characters are still presented as perpetual foreigners. Nonetheless, this 
article goes beyond discussions of the authenticity of the characters, 
Harold and Kumar, as representative of Asian American youth. Instead,  
the focus is on how the characters negotiate the ethnic/racial collective 
identities assigned to them by social stereotypes with their own individual 
identities in the diverse and ridiculous adventures they encounter 
throughout their films. In the process, Harold and Kumar show that for 
new generations, their ethnic/racial appearance is not something they are 
compelled to choose between strictly adhering to or abandoning, but rather 
something that can encourage their individualism and assist them in their 
desire to live as Americans. 

Key Words: Harold & Kumar, Asian American new second generation, 
race and ethnic relations. postracial America. comedy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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