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화 속 그곳

1 영화 ‘이태원’의 스틸컷. 올해
77세가 된 삼숙이 1970년대부터
운영해온 컨트리펍 ‘그랜드 올
아프리’(Grand Ole Opry).
2 올해 75세의 나키는 여전히
멋쟁이다.
3 삼숙은 미군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지금은 혼자 바를
경영하고 있다.
4 밤의 이태원 거리

1

2

3

용산구 제공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여성들이 있다. 이태원이

나키는 75세다. 젊어서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

용산 미군의 기지촌이었던 만큼, 이들은 미군을 상대로

고 미군 클럽에서 웨이트리스 생활을 시작했다. 화려했

돈을 벌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태원의 여성들

던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음식점 설거지 등으로 생계

은 ‘양공주’라는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

를 잇는다. 그럼에도 “다 내 탓이지”라며 세월을 원망하

군 부대가 이전하고 이태원이 ‘가장 힙한 동네’로 변신

지 않는다. 이태원역 화장실에서 휴지를 둘둘 말아 가

한 지금,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고 온 그는 “나는 이태원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 이

강유가람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태원’은 1970년대부터

태원 화장실은 내 집 화장실과 똑같애”라며 웃는다. 불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살아온 삼숙, 나키, 영화 세 여성

교 방송을 틀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만, 아직도 페

의 이야기다. 많은 여성이 미군과 결혼해 아메리칸 드

디큐어를 하고 속눈썹을 붙이며 멋을 낸다.

림을 이뤘고,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지만, 이들은 여전

58세인 영화는 이태원 클럽에서 일하다가 미군과 결혼

히 이태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했지만,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돌아왔다. 세상 무슨 재
미로 사느냐는 듯한 표정에 연신 담배를 피워댄다. 똑

이태원을 떠나지 못하는 여성들
글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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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숙·나키·영화

같이 미군과 결혼한 여동생은 생사도 모른 채 연락 두

이제 77세가 된 삼숙. 40년간 이태원에서 미군 전용 컨

절이다. 초등학생 조카와 둘이 사는 그는 남동생이 중

트리클럽인 ‘그랜드 올 아프리’(Grand Ole Opry)를 운

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이 연명한다. 영화는 자

영하고 있다. 열다섯살 때부터 생선을 팔아 가족을 부

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한다. “후회는 없어. 미국까지 갔

양한 그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만 들어도 헤쳐온 풍파

다 왔는데 뭐. 내 신조가 뭔 줄 알아? 내가 화류계 생활

를 짐작하게 하는 여장부다. 결혼한 미국인 남편이 죽

은 했지만, 미국은 꼭 갔다 온다 그거였어.”

고 지금은 혼자서 쇠락해가는 클럽을 지키고 있다. 미

세 여성은 당연한 여성의 권리를 내세울 만한 시대도,

군 남편과 걸어가다 “늙은 양갈보도 있네”라는 조롱에

공간도 아닌 상황에서 팍팍한 삶을 짊어지고 왔지만,

도 그는 화내지 않았다. “왜냐, 나는 아니니까”

누구 하나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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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지 않기 위하여
삼숙·나키·영화 세 여성의 과거와 현재는 그 자체로 이
태원이라는 공간의 역사다. 피해자이든 아니든, 그들의
삶이 가치 있든 아니든, 이들은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역
사를 얼마간 점유해 왔다. 곱지 않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진 않아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책임지
며 당당하게 살아왔다.
그럼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이태원’을 치면 웹툰과 TV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쓰’로 도배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
의 ‘클라쓰’가 이태원을 지배하는, 눈 둘 곳을 찾지 못하
게 바뀌어만 가는, ‘힙’하고 ‘핫’해진 이태원의 현실에서

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 여성의 이곳 생활은 갈수록 버겁기만 하다.
삼숙은 무조건 헐고 다시 높게 짓는 한국의 재개발에 대

1

해 “미국 사람들은 새 거 좋아 안 해. 역사적인 거 좋아하
1 이태원 해밀턴호텔
2 이태원역 부근 거리 모습

지”라고 말해 보지만, 잊혀가는 옛 이태원과 희미해져

의 그 오랜 이국(異國)의 역사를 잊는 것과 같다고. 영화

가는 인생에 대한 회한으로 들릴 뿐이다. 먹고 사는 것

는 그래서, 변해가는 이태원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빠르

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자본의 논리에 사람들은

게 배제되고, 삭제되고, 망각되어 가는 여성들

밀려나고, 그에 떠밀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나키

의 삶을 우리 기억의 한켠에 소환하기

망하거나 탓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감독도 애써 그걸 말

기에 오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미군은 떠나고 뉴타운

의 말대로 ‘젊은이들이 땅이 꺼지도록 모여드는’ 이태원

위한 작은 노력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저 40년이 넘도록 이태원이라

지정, 재개발 소식에 땅값이 들썩였다. 이태원은 지금 다

에 이들을 위한 확실한 미래는 없다.

는 곳에서 살아온 그들의 삶을 옆에서 조용히 들여다 볼

국적 레스토랑과 다양한 인종, 첨단 패션이 자리 잡은

이 영화는 사람이 공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뿐이다.

청춘들의 ‘핫 플레이스’다.

다. 이태원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잊힌다는 것은, 이태원

李泰院→異胎院→梨泰院
세 여성의 삶만큼이나 이태원의 역사도 굴곡져 있다. 이

사진 제공 : KT&G 상상마당

3 작년 5월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드랙 퍼레이드’.
드랙 문화는 성별에 따른 의상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다.
4 이태원의 뒷골목 풍경

태원의 지명은 조선 시대 때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
하던 원(院,여관)이 있던 것에서 유래했다. ‘용재총화’에
따르면 당시 이곳을 지금의 배 이(梨)가 아닌 오얏 이(李)
를 써 ‘李泰院’이라 표기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들이 여승들만 있던 운종사를 점거
하고 승려들을 겁탈해 많은 혼혈아가 태어났다. 나라에
서 이곳에 다른 씨앗이 잉태됐다는 뜻에서 ‘異胎院’이라
는 보육원을 둬 혼혈아들을 돌보게 한 것이 이태원의 또
다른 한자 표기를 낳게 됐다. 이후 이태원에는 귀화한
왜인들이 집단을 이뤄 살았다 하여 이타방(異他方)이라
고 부르기도 했다. 효종 때 이런 명칭이 치욕스럽다고
하여 배나무를 많이 심고 지금의 ‘梨泰院’으로 쓰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태원의 이국적 색채는 해방 후 미군의 주둔으로 더 짙
어졌다. 1970년대 들어 미군 대상 유흥업소들이 우후죽
순처럼 생겨나면서 이태원에는 ‘후커힐’이라는 거리가
형성됐다. 내국인은 출입이 제한된 이곳에서 많은 여성
이 돈을 벌었고, 꿈에 그렸던 국제결혼으로 미국행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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