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양의 결혼식 읽기

읽고 토론해
보세요.

유럽:  2015년 가디언지(The Guardian)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결혼

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13년에 200,000 회 미만의 결혼식이 있었

는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결혼율이 1965년 이후로 50% 감소하

였다. 이탈리아 국립 통계 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적인 원인

로는 결혼식이 종교적으로나 민사적 관점에서 점점 중요하

지 않게 되면서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데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허용되는 점이다.

글로벌 웨딩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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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나라에서도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나요? 결혼율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덜 중요해졌나요? 젊은 커플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나요? 

유럽에서는 경제 침체가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젊은 커플들이 비싼 결

혼식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에 스페인에서 신혼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

자의 경우 37.2세이다. 이것은 1980년대에 비해 10년이나 연령이 높아진 것이다. 폴란드에

서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인 21%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태도의 큰 변화를 시사한다.

Fig. 12a: 유럽 커플

이야기해 보세요 :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축하하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결혼식의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혼일 경우 > 당신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미혼일 경우 >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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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많은 유럽인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큰 예식을 피하는 반면,  북미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

는 결혼식에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다. 미국 전역의 17,500명의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24% 커플들이 고국에서 멀린 떨어진 장소에

서의 결혼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멕

시코와 캐리비안에서의 웨딩 패키지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인

데,  중소 숙박시설에서 숙박비와 식사비가 모두 포함된 고급 

웨딩 패키지를 선보이게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 결혼식과 비교할 때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3.  결혼식 비용 때문에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단념하나요? 다음 중 결혼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4.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자녀를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나요? 

5.  특별한 장소에서의 결혼식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나요? (해변가, 산, 도시, 시골, 유적지)

6.  특별한 장소에서의 결혼식으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객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나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

7.  이런 트렌드는 여러분의 지역사회 또는 여러분의 지인 사이에 유행이 되었나요? 

동아시아: 이 지역은 중매결혼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신랑과 신부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구성원

이 중매해준 배우자를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은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보기 드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

년대에 한국에서  “무니(Moonies)” 라

는 소집단 문화의 중매 결혼이 불쑥 나

타나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했다. 한국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주례로 수

천명의 커플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Fig. 12b: 특별한 장소에서의 결혼식

Fig. 12c: 합동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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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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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습은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보기 드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한국에서  “무니

(Moonies)” 라는 중매 결혼이 불쑥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했다.”
 h “불쑥 나타나다/생기다” : 갑자기 나타나다/생기다.

  예:  급한 일이 불쑥 생겨서 오늘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질문:  동네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불쑥 나타났나요? 

“1997년 약 30,000 커플들은 워싱턴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2 년 후에는 약 21,000 커플들이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h “결혼식을 올리다 ” : 결혼식을 하다. 

  예: 어제 만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질문:  결혼식을 올리기 전 얼마나 오래 연애를 하는 것이 좋을까? 

관용구

10.  “무니(Moomie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결혼관계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친구로 만난 커플들보다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11.  다른 나라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자녀의 다른 나라 사람과

문 총재는 낭만적인 사랑이 부조화의 남녀 커플들을 낳았다고 믿었다. 그

는 개인적으로 많은 남녀 커플들을 연결지었는데 어떤 커플은 결혼식을 

불과 며 칠 앞두고 만나기도 했다. 문 총재는 여러 문화가 섞인 결혼식을 

선호해서, 많은 남녀 커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도 했다. 1997년 약 

30,000 커플들은 워싱턴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2 년 후에는 

약 21,000 커플들이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Fig. 12d: 문선명

8.  중매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9.  부모님이 당신에게 좋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주리라 믿을 수 있나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선택해주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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