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그곳

왜 지금,
군산인가
글·사진 권혁창 기자

영화 '군산:거위를 노래하다'의 한 장
면. 박해일이 철길에 누워있다. 자살이
라도 결심한 걸까. 빙그레 웃는 듯한 얼
굴에 옆에는 문소리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변을 보니 조금 이상하다. 철길 옆에
집들이 1ｍ가 조금 넘는 간격을 두고
붙어있다. 집들 사이로 철길이 생긴 걸
까, 철길 옆에 집들이 들어선 걸까. 군
산 경암동 철길마을이다.
이곳은 이미 꽤나 유명세를 탔다. 철로
와 집들이 붙어있는 독특한 풍경 때문
에 '남자가 사랑할 때'(2014), '마
더'(2009), '천년학'(2007), '홀리데
이'(2005) 등 다수의 영화에 등장했다.
하지만 영화를 봤어도 철길마을을 제대

장률 감독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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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철길마을에서 파는 추억의

로 인지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말타기 놀이

소년들' 모형

이 이색적인 풍경의 뿌리를 찾으려면 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

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는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만

모티프(motif)로 삼았다.

은 실향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는 역사를 몰

인가. 답은 영화를 본 관객의 몫이겠지만, 필자

경평야에서 거둬들인 곡물이나 현지 원료

그러면서 '경계'를 상징할만한 미장센을 영화마

라도 그 자체로 절박함이 묻어난다. 거주공간과

의 머릿속엔 집들 사이에 붙은 철길의 잔상이

로 생산한 공산품을 군산항을 통해 수탈

다 배치했다. 이 영화에서 철로는 그 어디론가

이동수단이 붙어있는 곳. 그 풍경이 주는 감성

사라지지 않는다.

해갔다. 이를 위해 곳곳에 철도를 놓았다.

가고 싶은 마음이 늘 가닿는 곳이다.

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리움'과 '슬픔'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 지역경

이곳 철로도 일제가 세운 신문제지회사

기차는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군산은 혼종성(hybridity)이 뚜렷한 도시다. 대

제는 벼랑 끝에 몰렸다. 살기 어려워진 이곳을

의 원료와 생산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떠올린다. 거기서 공간은 국가나 지역일 수도 있

표적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시내 한복판에 있

많은 사람이 떠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빈 공간

1944년에 개설됐다. 수탈기지의 역할이

고, 때로는 인간과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고, 적산가옥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을 또 어디선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나둘씩

끝나자 해방 이후 황무지처럼 된 이곳에

놓은 무형의 경계선 내부일 수도 있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이주한 화교들이 운영하는

채울 것이다.

갈 곳 없는 실향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

경계는 시간의 흐름을 가로지를 수도 있겠다.

식당도 곳곳에 있다. 미군기지가 있어 미군 문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었다. 그렇게 마을이 생겼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서 설경구가 "나 다

화도 공존한다.

서 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곳이 없거나 떠나

철길 주변에 집들이 들어섰지만 기차는

시 돌아갈래∼"라고, 기차 앞에서 외쳤듯이.

장 감독의 작품 제목엔 지명이 많다. 중경, 이리,

지 못하는 사람들. 경계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다녔다. 앞쪽에 두

철로 옆에 집이 붙어있는 경암동 철길마을 풍경

두만강, 경주에 이어 이번엔 군산이다. 왜 군산

오늘도 철길마을에 살고 있다.

사람이 매달려 주민들에게 비켜나라고 소
리치면서. 행여나 마을 주민이 키우는 강
아지라도 치일까 봐 조심조심 다니던 기
차도 2008년 6월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지금 이곳은 군산으로 '시간 여행'을 온
사람들이 찾는 추억의 관광지가 됐다.
장률 감독은 '군산:거위를 노래하다'에
경암동 철길마을을 딱 한 컷 넣었지만, 왠
지 그 풍경은 필자의 시선을 잡아끈다.
조선족인 장 감독은 데뷔 이후 지금껏 만
든 10여편의 장편 영화 대부분에서 끈질
기게 '경계'와 '이주'라는 키워드에 천착
해왔다. 그는 다수의 작품에서 스스로 경
험한 일인 양 이주민이나 경계에 놓인 사
람들이 받는 차별과 배제를 영화의 주요

철길마을의 겨울
풍경

들
공원 인근의 선박
군산 진포해양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