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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월영교에 낮만큼 아름다운 안동의 밤이 찾아왔
다. 조명을 밝힌 월영교와 강물을 유유히 흐르는 문보트가 정취를 끌어
올린다. 바라만 봐도 좋은 안동의 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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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써야 할 분량을 확인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주어진 분량에 꽉 채우고 싶어서요. 모자라서 늘려야 하

거나, 넘쳐서 줄여야 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려 해요. 해도 그

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말은 안 하는 게 낫겠지요. 귀한 종이와 

읽는 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글을 

써 왔습니다. 이곳에 처음 글을 적는 지금도 분량을 확인했고

요. 200자 원고지로 5매 분량이더라고요. 여기까지 1.2매를 썼

습니다. 쓸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드는 중입니다.

남은 시간도 줄고 있어요. 삶의 시간이요. 태어난 모두는 사라

지게 마련이라는 빤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구 한

편에서 전쟁이 한창이에요. 누군가가 쏜 총과 포탄에 집과 사

람이 쓰러집니다. 터전을 잃고, 자식이 죽고, 부모와 헤어져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언론은 매일 전

선의 움직임, 파괴된 탱크의 숫자 같은 전쟁 상황을 알립니다. 

어느 쪽이 더 센지 판정하거나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예측해

요.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선이 움직였다면, 탱크가 

파괴됐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됐다는 사실을요. 당연하다

는 듯 평화가 찾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평화는 전황 지

도나 숫자에 숨은 비극을 알아내는 분에게서 시작된다고 믿습

니다. 내가 평화로 나아갈 때 세상도 평화로 나아가고, 내가 평

화로워질 때 세상도 평화로워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가진 힘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단 하나만 빠져도 모두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화 돋보기’에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쟁과 학살의 

참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한 것이나, 글을 읽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서 평화가 시작된다

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화에 대한 기사라고 생각하

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지면의 글은 거의 다 써 갑니다. 진짜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분은 어떠신가요. 내일은 오늘과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에

들어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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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기차 안 SNS PAGEeditor.남혜림

＠ktxmagazine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선물 받아 가세요!

제품 문의 1522-9158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피부 탄력과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샴푸 

‘풀빅 헤어 샴푸&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miju_e95

잡지 보니 또 힐링하러 떠나고 싶다. 
경북 영주로.

#KTX매거진 
#기차_타고 
#추억이_새록새록

@oasis4121

기차에서 〈KTX매거진〉 보는 
것이 좋다. 표지는 추억 돋는 익산!

#기차에_빠진 
#아들과 
#기차_여행 #KTX매거진

@yourpebbles

달리는 기차 안, 메모지에 올여름 
꼭 관람할 전시 정리 중!

#KTX_안에서 
#KTX매거진 
#국립박물관



베트남 푸꾸옥섬, 푸꾸옥 유나이티드 센터의 그랜드 월드는 매일 

축제 세계로 가는 문을 연다. 그랜드 월드는 중국 상하이, 이탈

리아 베네치아, 타이 야시장 등 각국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어 디

자인한 테마파크 겸 쇼핑센터다. 이색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곳

에 여행객을 맞는 방문자 센터가 들어섰다. 건축가 보 퉁 응기아

와 응우옌 앗닷은 환경을 생각해 4만 2000여 개의 대나무만으

로 건물을 세웠다. 돔 형태의 내부는 겉과는 다른 인상을 남긴

다. 베트남 전통을 상징하는 청동 북 모양과 연꽃 문양이 어우러

져 신비로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대나무 격자 사이

로 들어오는 햇빛이 센터 안을 환하게 밝히면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전통과 자연을 머금은 센터가 다정

하게 여행객을 맞이한다.    

→ vinpearl.com/vi/phu-quoc

대나무로만 지은 건물이 수려하다. 
겉과 안 구조가 달라 눈이 즐겁다.

베트남 푸꾸옥 
그랜드 월드 방문자 센터

세계의 건축 PAGEeditor.남혜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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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상식 백과 PAGEeditor.강은주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기차역을 여행하는 특급열차에 올

라탄 당신을 환영한다. 우리 열차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르헨티나 티에

라델푸에고 국립공원이다. 티에라델푸에고는 남아메리카 최남단 섬으

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계를 이루는 파타고니아 지역에 자리한다. 

이곳 국립공원은 바다와 산, 강과 호수, 심지어 만년설과 빙하도 품고 있

다. 공원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의 이름은 세상의 끝, ‘델핀델문도’. 100

여 년 전만 해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죄수를 동원하고 목재를 실어 나

르던 길을 그대로 오간다. 이 철로 끝에는 동명의 종착역인 델핀델문도

역이 우뚝 서 있다. 우리의 여정은 세상 끝에서부터 대륙의 북쪽 끝, 미국 

알래스카로 뻗어 간다. 탤키트나에서 출발해 셔먼, 골드크리크를 지나 

흘흘란터실리오고고고흐’라고 발음한다는 역명, 실화일까? 19세기까지

만 해도 마을 이름은 ‘흘란바이르푸흘귄거흘’이었는데, 이곳 출신 한 재

단사가 영국의 최장 역명을 선점하기 위해 이 엄청난 이름을 고안했다고 

한다. 뜻은 ‘빠른 소용돌이 근처 흰 개암나무 분지의 성 마리아 교회와 붉

은 동굴의 성 티실리오 교회’라고. 재단사의 놀라운 작명 센스 덕에 이 지

역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역명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여행자들이 몰려들어 

관광 수입을 쏠쏠하게 올리고 있다. 기나긴 역명을 지나 장대한 열차가 

통과하는 역으로 간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에는 철광석을 싣고 사막을 달

려 항구도시 누아디부에 닿는 화물열차가 있다. 차량 200여 개, 총길이 

2.5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열차는 ‘지옥 열차’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열

악한 조건을 버티며 운행한다. 이 악명 높은 열차에도 객차가 있고 승객

이 있다. 변변한 역사를 갖추지 못한 경유지, 초움역이 존재하는 까닭이

다. 모험심 가득한 여행자가 이따금 이곳을 찾곤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백이면 백 손사래를 치며 말린다고 한다.

삼면이 바다와 만나는 터키 ‘하이다르파샤역’은 해갈의 기쁨을 선사한

다. 1872년 개통한 이래 ‘이스탄불의 대문’이라고 불리며 사랑받아 온 이 

역은 1909년 신르네상스 양식으로 신축한 후 유려한 미감을 자랑하며 

터키의 대표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큰 화재로 일부가 무너

지면서 영업을 중단했지만, 2019년에 재건한 지붕을 공개해 여행자들의 

허리케인에 이르는 열차 ‘허리케인 턴’은 인디언리버밸리의 거친 야생과 

조우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수단이다. 창밖 풍광을 붙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하차!”라고 외치자. 허리케인 턴은 오늘날 ‘깃발 승하차’ 방식을 고

수하는 유일무이한 열차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하차 시엔 승무원에

게 요청하고, 승차 시엔 철로 근방에서 깃발 혹은 흰 헝겊을 들고 흔들면 

된다. 그러니 이 열차에 오른 이상, 마음 닿는 곳이 곧 역이다. 

숨 막히는 절경에 이어 다음 기차역은 역명을 읽는 것만으로 숨이 헐떡

일 곳이다. 영국 웨일스 앵글시섬 작은 마을에 위치한 이 역엔 ‘Llanfair

pwllgwyngyllgogerychwyrndrobwllllantysiliogogogoch’라고 쓰인 간

판이 달려 있다. 웨일스어로 ‘흘란바이르푸흘귄거흘고게러휘른드로부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제 바다를 건너 호주로 떠난다. 시드니에서 퍼스

까지 가로지르는 인디언 퍼시픽 열차의 기이한 경유지, 널라버 평원 한

복판에 홀로 선 ‘쿡역’이 우리의 목적지다. 역에 도착하면 ‘앞으로 862킬

로미터까지 음식과 연료 없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안내판이 승객을 맞이

한다. 철도 민영화 이후 쿡역의 존재감은 빠르게 잊혔고, 2009년 이후 쿡

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됐다. 관사나 열차를 정비하는 중장비가 여전히 

마을 한편에 널브러져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진 못한다. 현재 쿡역은 인디

언 퍼시픽 열차만이 드나들며 간신히 여객 수송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의 기차는 앞으로 두 곳의 국경을 지난다. 우선 피레네산맥. 프랑스

와 스페인에 걸쳐 있는 이 산맥에 ‘산속의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는 ‘칸프

랑크 국제 기차역’이 있다. 창문 365개, 문 156개를 지닌 초대형 국제 기

차역으로, 1928년 7월 화려하게 문을 열었으나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

계대전을 겪고 1970년 3월 끝내 문을 닫은 비운의 역이다. 안타까워하기

엔 이르다. 지역 뉴스에 따르면 현재 5성급 호텔로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다. 

끝으로, 우리가 탄 열차의 종착역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도라산역이다. 

DMZ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700미터 떨어진 도라산역의 표어는 다음과 

같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우

리의 여행이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 본다. 

사흘 밤낮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역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읽다 지칠 만큼 기나긴 이름을 가진 역도 있다. 
6월 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환상소설 속에서나 만날 법한 기차역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구별 여행자를 위한 
별별 기차역 안내서

Hurricane Turn

Choum Station

Cook Station

도라산역

      Canfranc International Railway Station

Llanfairpwllgwyngyllgogerychwyrndrobwllllantysiliogogogoch

    Estacion Del Fin del Mundo

Haydarpasa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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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활의 지혜 PAGEeditor.김규보

건강관리 앱으로 걸음 수를 확인

할 때. “1만 보? 더 건강해지겠네.” 
‘빅워크’ 앱으로 걸음 수를 확인

할 때. “1만 보? 더 건강해지고 기

부도 많이 하겠네.” 이 얼마나 예

쁜 더하기인가. 건강에 기부 더하

기. 앱을 열면 오늘의 걸음 수와 기

부 가능한 누적 걸음 수가 나온다. 
‘기부하기’를 누르자. 공공기업, 
민간 기업,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재활 아동 치료 후원’ ‘탄소중립 
실천 나무 심기’ 같은 캠페인이 걸

음 수 기부를 기다린다. 내가 디딘 
걸음이 하나하나 사랑스럽다.

내가 보낸 마음이 그곳에 닿으리

라는 믿음은 기부의 필요조건이

다. ‘CHERRY(체리)’ 앱은 모금부

터 사용까지 모든 정보를 블록체

인에 실시간 기록한다. 나아가 아

무도 개입할 수 없는 스마트 계약

만으로 기부금을 옮긴다. ‘루마니

아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긴급 식

량 지원’ 등 기부 항목엔 나눔 계획

을 비용과 퍼센티지까지 상세하

게 기재한다. 개발에만 10억 원을 
들여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했다. 
기부의 또 다른 필요조건, 따스한 
마음은 우리 몫이다.

950원으로 배고픈 이에게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 고작 950원인데, 
진짜? 진짜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의 ‘ShareTheMeal(셰어더

밀)’ 앱에 기부한 950원은 필수 칼

로리조차 채우지 못하는 전 세계 

6억 9000만 명 중 한 명에게 따듯

한 식사로 돌아간다. 최근엔 우크

라이나 긴급 구호 페이지를 개설

해 전쟁에 시름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이 앱에서는 몇

만 끼니도 기부할 수 있지만, 단 한 
끼만이라도 누구에겐 오늘의 삶

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겠다.

안다. 내 선한 행동이 세상을 선하

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LG화학이 
올해 1월에 공개한 ESG 실천 기

부 앱이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세 가지 요

소에 따라 ‘친환경 제품 인증 사진 
남기기’ ‘생태계에 관심 갖기 서약

하기’처럼 쉬우면서도 알찬 미션

을 제시한다. 미션을 완수하고 획

득하는 rz 포인트는 기부 금액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출시 3개월 만

에 1만 명이 가입해 1억 8500만 원

을 이웃에게 전달했다. 배우고, 실

천하고, 세상을 바꾼다.

빅워크CHERRY ShareTheMeal 알지?

# 걸음마다_건강해지고
# 걸음마다_뿌듯해지고

# 고민할_필요_없이
# 기부_버튼_누르기

# 950원의_행복
# 한_끼의_기쁨

# 기브_앤드_테이크?
# 기부_앤드_보람!

기부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전혀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도 않다.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오늘 아낀 커피 한 잔 값이
스마트폰 속 앱을 통해 기부로 이어진다.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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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시인이 세상을 떠났다. 시 180여 편을 시대에, 우리에게 놓아두고.
단어 하나를 그냥 쓰지 못하고 온몸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얻어 낸 시였다.

불온할 자유, 김수영 

아니고 마구잡이 증오와 구타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곳. 103655라는 

포로 번호가 붙은 시인은 민간인 피억류자로 2년을 보낸다.

“인간이 아니었”다 기록한 시절을 겪고 그는 달라진다. 과거와 같은 김

수영이라 해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날카롭게 벼려졌다. 자신은 매

일 죽음 ·비인간성과 마주하다 나왔는데, 하늘에 해가 뜨고 비가 내리

고 배고프다 밥을 먹고 농담을 하고 아이들은 밖에 나와 노는 평범한 

일상이 대체 어떻게 보였을까.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두고 ‘새’를 떠

올리기란 불가능했다. 그 단어에 묻은 피, 처절함, 서러움. 시인은 사물 

하나, 단어 하나를 그냥 쓰지 못하고 온몸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돈, 

헬리콥터, 팽이 같은 것에서도 서러움을 읽었고 피 같은 시가 맺혔다.

고상한 척과는 평생 거리가 멀었고, 세상사 쉽게 돌아서 가는 법은 아

예 몰랐다. 시인으로 주목받으면서도 그는 꼿꼿하고 고독했다. 혹시 

자신이 문장을 팔아먹는 사람이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1955년 생계

를 위해 병아리 열한 마리를 사고 직접 철망을 만들어서 꾸린 양계장

이 750여 마리 규모로 커졌을 때도 시인은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

을 생각”하고 “밭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가며 시를 썼다. 생애 최고 

흥분을 선사한 4·19혁명의 기운이 5·16군사정변으로 스러졌을 때도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라고 시를 썼다. 김수영의 

시 덕분에 우리는 절망하고 희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얻었다.

불온한 관찰자 김수영은 불과 마흔여덟 살인 1968년 6월 16일 교통사

고로 세상을 떠난다. 시집 한 권, 문학상 한 번 수상, 총 180여 편의 시. 

이후는 김수영의 시대였다. 시대 상황이 그를 불렀을 것이다. 시와 산

문 선집과 전집이 연달아 나오고, 저서와 논문이 쏟아졌다. 1981년에

는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지금도 김수영은 유효하다. 

서럽고 예민한 양심, 바닥까지 파고 내려가는 투철한 자세, 혁명과 자

유와 사랑을 꿈꾸는 정신은 1970·1980년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

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치가 삶에 간섭하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역사가 일상을 좌우하지 

않은 삶은 행운이다. 김수영은 어느 지친 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

다. 이와 동떨어져 사는 사람은 없겠으나, 시류를 타고 인생을 역전한 

경우도 많겠으나, 1921년생인 김수영에게 시대의 격랑은 너무도 자

주 잔혹하게 깊이 불쑥 삶을 흔들었다. 태어나니 일제강점기였고, 스

물다섯에 해방을 맞았지만 극심한 이념 대립이 지속되다 서른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 2년을 포로수용소에서 지냈다. 마흔에 4·19혁명이, 이

듬해엔 5·16군사정변이 일어났다.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 여유조차 

없이 몰아친 사건들이 그의 생애를 관통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했다. 자신을 찾고 자기 삶을 살아야 했다. 김수영은 시를 썼

다. 존재의 몸부림이었다.

8남매 맏이로 집안의 기대를 떠안고 자란 그는 아버지 뜻에 따라 상업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떠난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그가 빠

진 것이 연극. ‘장남의 길’을 벗어난 그는 가족이 이주한 만주로 가서도 

연극 활동을 하다 해방 이후 서울로 돌아와 잡지 <예술부락>에 ‘묘정

의 노래’를 발표하고 시인의 길에 들어선다.

시가 밥을 먹여 주지 않으니 시인은 영어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번역을 하면서 생계를 잇는다. 신문물과 사조가 넘치게 밀려온 해방

정국의 예술계는 은성하고도 혼란했고,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한 가운

데 서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어느 쪽에 소속되기를 마다하고 

일단 공부하며 사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려 하던 중 전쟁이 발발했

다. 신혼 2개월 만이었다. 피란을 못 간 시인은 인민군 의용군에 끌려

가 군사 훈련을 받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오지만 이번엔 경찰에 체포돼 거제 포로수용소에 억류된다. 사방이 죽

음이었다. 자고 나면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시체가 되는 곳, 정식 처형도 

시인이 한때 거주하고 묻힌 
서울 도봉구에 그를 기념한 
김수영문학관이 있다. 
친필 원고와 수첩, 책상, 
만년필 등 가슴 뛰게 하는 
전시물을 정성스레 모았다. 
문의 02-3494-1127

PAGE인물 탐구 editor.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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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주가 물꼬를 텄다. 초록 병 소주 말고도, 쌀과 누룩과 물로 곱게 빚은 프리미엄 소주를 향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전통주 소믈리에 더스틴 웨사가 요즘 소주를 둘러싼 풍경에 대해 말한다.

지금, 소주

“‘남산술클럽’에 잘 오셨어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초입, 80종에 가까운 한국 술 리스트

를 갖춘 바가 생겼다. 전통주 소믈리에 더스틴 웨사는 이곳에서 한국 술을 큐레이션하고, 

이따금 직접 빚는다. “소주 드시겠어요?” 그가 백 바 앞에서 신중하게 몇 병을 골라낸다. 

“그런데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오직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

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초록 병 소주인 희석식 소주와는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초

록 병 소주가 한국 소주의 전부라는 인식을 바꿔 보고 싶어요.” 

증류식 소주를 ‘프리미엄 소주’라 부르며 향유하는 요즘 풍조야말로 소주의 본령을 회복하

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소주라고 하면 무조건 증류식 소

주를 가리켰다. 쌀, 누룩, 물로 밑술을 빚고, 이를 다시 증류해 만드는 술. 원리는 단순하지

만 누룩을 만들고 밑술을 증류하는 과정은 더디고 까다롭다. 과거엔 집집마다 이렇게 술

을 빚고 즐겼으나, 연속식 증류기로 만든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맛을 낸 희석식 소주

가 등장했고, 곧 시장을 장악하며 ‘소주’라는 표현을 독점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면에

서 판이한 공산품 소주를 증류식 소주와 한데 묶어 논하기 어렵다. “최근에 안동소주 이야

기를 들었어요. 오크 통에 넣어 숙성하기 시작한 것을 13년 뒤에 릴리스한다고 하더군요. 

그 풍미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몇백만 원에 팔려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더스틴 웨사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 소주의 향미가 넓고 깊은 이유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 데 있다. “그 

덕분에 고유의 개성이 그대로 남았달까요. ‘다이내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소주는 

살아 있는 술이에요.” 

그는 다섯 가지 술을 내어 놓으며 기본에 충실한 증류식 소주를 엄선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삼해소주부터 들이켜 본다. 지난해 별세한 김택상 명인이 생전에 빚은, 몇 병 안 남은 

술이다. “독한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맛이죠.” 과연 솜과 면 같은 부드러운 

향이 감도는 게 매력적이다. “이제 이걸 들어 보세요. 바다 향이 나죠?” 농태기는 함북 회령 

출신의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가 만든 술이다. 새터민 손님이 와서 맛보곤 젊은 시절 마시던 

술이 생각난다고 했단다. 실제로 북한에서 서민이 농번기에 마시는 가양주를 농태기라고 

부른다. 이제 5년 동안 영하 18도에서 숙성한 무작으로 넘어간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항아

리에 숙성했는데, 토기의 미세한 입자 사이로 알코올 기운이 날아가면서 최적의 상태로 발

효, 숙성된 술이다. 도수는 53도. “오래 숙성해야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좁쌀과 보리로 만든 소주도 있다. 우선 고소리술. 잔에 입이 채 닿기 전에 웨사의 설명이 이

어진다. “고소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야겠네요. 고소리란 제주어로 술을 증류하는 항아리

를 뜻해요. 제주 사람들은 좁쌀로 오메기떡을 만들어 술을 빚었어요.” 이름처럼 고소함이 

은은하게 전해진다. 전남 강진 지역 술인 병영소주는 보리를 쓴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로부터 오랜 세월 전수한 비법으로 술을 빚죠. 쌀로 담근 술에 비해 보리 소주는 향이 좀 더 

풍부한 게 특징이에요.”

남산술클럽에서 제공하는 술은 대부분 지역 양조장의 명인에게 웨사가 직접 공수한 것이

다. 여행을 하다 양조장 팻말이 보이면 무작정 방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양조장은 지도 

앱 ‘로드뷰’를 확대해 전화번호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술을 만

나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 증류기를 비롯한 양조 설비를 갖추고 술을 빚는다. “제가 담근 소

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냄새가 제법 향긋해요.” 정말이지 꽃 향이 은은하고, 견과류 같은 뒷

맛이 남는다. “알코올 도수가 63도지만, 보드카 같은 고도주와는 차원이 다르죠. 쌀, 누룩, 

물이 빚어내는 풍미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소주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쯤에서 줄일게요. 소주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

는 화학작용에 대해서라면 말해도 재미없잖아요.” 그는 남산술클럽에 다시 놀러 오라고 

했다. 한국 술 명인을 초대해 시음 워크숍을 열고, 술마다 풍미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

지 이야기 나누는 수업을 소규모로 진행할 거라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소주가 어떤 술이

냐 물었다. “깊은 얘기 나누며 짠, 하고 들이켜는 귀한 술이죠.” 

남산술클럽은 소주를 포함해
다채로운 한국 술을 선보인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28-2 
문의 ＠namsansoolclub

editor.강은주  photographer.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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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의 서울 여행
3명의 에디터가 취향을 담아 서울 여행을 기획하고, 추천했다. 만 원 한 장 들고 누군가의 아바타가 되어 서울을 누볐다.

숲에 빠진 요즘, 규보 선배가 추천한 인왕산 자락길로 향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가 떠오르는 수성동계곡 앞, 그림 속 기린교를 직접 걷지 못해 아쉬워 카메라에 열심히 

담는다. 짙게 깔린 아카시아 향에 산책하는 강아지처럼 킁킁거린다. 금세 무무대 전망대

에 도착! 올망졸망 붙은 건물들과 경복궁도 보인다. 경찰 초소였다가 책방 겸 카페로 변

신한 인왕산 초소책방_더숲에서는 크루아상과 커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햇살을 만끽

하며 책도 읽는다. 이제 초소책방 건너편 끝없이 펼쳐진 계단을 오른다. 더는 못 간다! 생

각이 들 때 인왕산 숲속쉼터에 도착한다. 휴! 조용한 숲속 공간에 파묻혀 시집을 읽으며 

잠시 휴식. 감성을 유지한 채 윤동주문학관에서 그의 시를 되뇌는 것으로 

인왕산 탐험을 마무리한다. 숲의 기운으로 힐링한 하루다.

서울 동쪽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서쪽은 거의 미지의 땅. 길을 잃으면 외롭지 않도록 

여섯 살 아들과 동행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국립항공박물관에 도착해 실제 비

행기를 비롯한 전시물로 항공 역사를 살폈다. 어린이 공항 체험은 비행기에 

연료를 넣고 조종간도 잡아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호자로 동반 입장한 내가 

더 재밌어한 건 비밀. 인기가 핫하다 못해 불타오르는 미술관 ‘스페이스K 서울’

에선 전시 관람 뒤 예쁘디예쁜 잔디 광장을 뛰어다녔다. 물론, 무거운 나는 아들이 없

었다면 뛰지 않았다.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는 서서울호수공원. 폐정수장을 물과 

재생 테마의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비행기 소리를 감지해 작동하는 분수

와 호수의 풍경이 사랑스러워 걷는 내내, 아니 뛰는 내내 행복했다. 헉헉거리며 물

었다. “오늘 좋았니?” “응, 더 놀자.” 미안하다. 아빠는 무겁단다.

서울살이 6개월 차 혜림은 망원동을 좋아한다. 혜림이 추천하는 망원동의 아기자기한 상점과 

함께, 동네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는 따릉이 산책 코스를 짰다. 흔히 ‘망리단길’로 알려진 구

역의 도로명 주소는 포은로와 희우정로다. 양화대교 북단의 포은 정몽주 동상, 희우정의 

오늘날 이름인 망원정을 먼저 짚어 본 이유다. 동네 지도 ‘망원경’을 배포하는 제로스페이

스를 시작으로 골목골목을 누볐다. 감각적인 리빙 소품을 선보이는 크로우캐년,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릭터 상점 냥글냥글을 지나 혜림이 엄지 두 개를 날린 고미푸딩에 도착. 다 팔리고 마

지막 남은 커피푸딩을 간신히 찜하곤, 1초 만에 꿀꺽했다. 달콤 쌉싸래한 맛을 되새기며 한강

공원을 달리니 어느새 월드컵대교가 멀리 아른거린다. 이 볕 좋은 주말이 더디 흐르기를.

규보의 추천: 
도심 속 숲, 

인왕산 즐기기

은주의 추천: 
서울 서쪽 동네 

걷기 코스

수성동계곡

포은 정몽주 동상

국립항공박물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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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체험기 PAGEeditor.남혜림

03. 서서울

서서울호수공원

망원정

제로스페이스

크로우캐년

고미푸딩

냥글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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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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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학교 뒤편 좁은 골목길에 유럽 소

도시에서 마주칠 법한 브런치 가게가 들어

섰다. 크림색 벽, 하늘색 문 앞에 놓인 입간

판엔 ‘더 수피(The Soupie)’라고 쓰여 있다. 

수프와 파이를 이어 붙인 사랑스러운 이름

이다. 메뉴판은 여느 브런치 카페에 비해 

단출한 편이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알찬 

구성이 돋보인다. 우선 신선한 채소와 닭고

기를 넣고 뭉근히 끓여 낸 크림 닭고기 수

프인 팟파이는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첫 번째 메뉴다. 그릇 위에 파이 반죽을 얇

게 펴 발라 뚜껑처럼 구웠는데, 그걸 숟가 락으로 살포시 찢은 뒤 수프에 적셔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기에 잘 어

울리는 메뉴를 더하자면 프랑스식 샌드위치 크로크 마담을 골라야겠

다. 식빵 위에 그뤼예르 치즈와 베샤멜소스, 바질 크림을 바른 뒤 달걀 

프라이를 얹어 보기에도, 맛도 좋다. 떠먹는 즐거움은 디저트 메뉴에서

도 이어진다. 에스프레소 잔에 마스카르포네 크림을 넣고 새콤달콤한 

퓌레를 올린 라즈베리 무스가 바로 그것. 티스푼으로 건드리기 아까울 

만큼 작고 사랑스러운 만듦새를 자랑하는 데다, 한 입 떠 넣으면 부드럽

고 산뜻한 크림이 혀를 감싸고 도니 행복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내 영혼의    

크림 닭고기 

수프

맛집 탐방 서울

용산역이 자리한 

서울 한강로동 일대의 

수프, 그릭 요거트,  

젤라토 집을 찾았다.

떠먹는 
맛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조지영

1더 수피

   팟파이 ·에그인헬 1만 2000원 
크로크 마담 1만 3000원

  라즈베리 무스 5000원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가길 3-1
 ＠thesoupie_seoul

더 수피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고자 한다. 

초당옥수수수프를 비롯, 

다채로운 재료를 이용해 메뉴를 

보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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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쫀득쫀득, 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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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이 집의 마스코트 토리가 입구에서

손님을 반긴다. 푸른색 페인트를 칠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당장이

라도 빵 굽는 요정을 맞닥뜨릴 것 같은 신비롭고 아늑한 공간이 펼

쳐진다. 낡고 투박한 테이블 위에 소담한 소품과 함께 먹음직스러

운 빵이 진열돼 있고, 이어지는 벽 한편엔 뽀얀 그릭 요거트 병이 

옹기종기 늘어섰다. 이곳 ‘도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그릭 요거트

다. 발효하고 짜내는 데만 최소 36시간을 쏟아붓는 만큼 정성이 고

스란히 깃들었다. 갓 만든 것 그대로, 또는 여러 가지 부재료를 섞

은 스프레드 형태로 병입한 제품을 판매할뿐더러 스프레드를 발

라 먹기 좋은 식빵과 크래커, 그릭 요거트와 커스터드 크림

을 채워 넣은 도토리 브레드도 선보인다. 물론 그릭 요거트 

본연의 맛을 즐기기엔 요거트 볼만 한 메뉴가 없다. 입맛에 

따라 토마토와 병아리콩, 바질 페스토와 견과류, 블루베리와 

귀리 등 다양한 토핑 조합 중 고를 수 있다. 더 푸짐하게 즐기

려면 도토리 정식을 주문해도 좋다. 요거트 크림을 올린 카

레와 키노아, 토리 캐릭터 모양으로 그을린 토스트와 토마토 

절임, 제철 과일에 꿀을 넣어 먹는 요거트 볼이 한데 나온다.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로 더할 나위 없다. 

나무와 마른 풀, 헝겊 등

자연적인 소재로 꾸민 도토리의

실내 공간. 숲 속 오두막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니,

느긋하게 머물고 싶어진다.

 •
 

-
 I N

F O R M A T I O N
 -

 
•

그릭 

요거트의 

모든 것

2도토리

   그릭 요거트 500그램 1만 2000원 
도토리 시즈널 프룻 요거트 볼 9000원 

  도토리 정식 1만 8500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6 
 ＠dotori_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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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스탠더드 메뉴,  

구운 피스타치오와 챔프 커피가 

잘 어울린다. 참고로 챔프 

커피는 우유에 원두를 우려 

하얀색을 띤다.

 •
 

-
 I N

F O R M A T I O N
 -

 
•

자연주의 젤라토 전문점 ‘코타티’는 꼼꼼하게 선별한 제철 

재료만 사용하는 전통 이탈리아식 제조법을 고수한다. 인공

색소나 합성 향료를 더하지 않은 이곳의 젤라토는 진득하게 

배어든 재료 본연의 풍미로 서울 해방촌, 성수동 등지에서 

조용한 붐을 일으켰다. 지난해 봄, 코타티는 용산우체국에

서 왜고개 성지로 이어지는 한강대로40길에 세 번째 공간을 

열었다. 옥상 테라스가 딸린 건물 2층에 들어선 코타티 신용

산점에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예닐곱 가지 맛의 젤라토

를 선보인다. 올봄 코타티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두 가지 프

리미엄 메뉴는 바닐라 빈을 우려 넣은 우유 젤라토에 베리 크럼블

을 토핑한 타히티 바닐라, 치즈 베이스 젤라토에 레드향즙과 껍질

을 넣은 후 밤잼을 섞은 탠저린 마롱. 이 두 가지 맛의 젤라토가 고

소하면서도 농밀한 느낌을 준다면 셔벗 계열의 두 메뉴인 백향과 

소르베, 토마토 바질 소르베는 새콤하고도 향긋한 맛을 선사한다. 

쌀을 넣어 만드는 기본 젤라토 메뉴 중 하나인 리소의 경우 이곳

에선 여느 젤라테리아와 달리 레몬즙과 껍질을 더해 뒷맛을 가볍

고 깔끔하게 살렸다. 볕이 내리쬐는 한낮이든 시원한 바람이 밀려

오는 저녁이든, 코타티는 건강한 달콤함이 필요할 때 홀연히 떠오

르는 이름이다. 

3코타티 신용산점

   타히티 바닐라·탠저린 마롱 7000원
   백향과 소르베 ·구운 피스타치오 · 

챔프 커피 5000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 28
 ＠gelateria.cotati

햇살처럼 

싱그러운 

젤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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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06.02~05

2022 영광 법성포 단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멈췄던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 단오제가 ‘법성포 천년, 단

오빛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3년 만에 돌아온다. 지난 5월, 법성포단오제보존회

는 난장 트기 행사로 단오제의 시작을 알렸다. 6월에는 뱃사람의 안전을 기원

하는 용왕제, 배를 타고 노는 선유놀이, 당산제 등 전통 민속 제전 한마당을 벌

인다. 단오절에 빠질 수 없는 씨름대회와 전국단오가요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도 열어 흥을 돋운다. 이와 더불어 KBS <전국노래자랑>과 <국악 한마당>, 각종 

축하 공연까지 이어져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소 전남 영광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일원  문의 061-356-4331

→

• FESTIVAL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지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작품으로 피어난다. 김용현 ·김

재량 ·김태중 ·부지현 ·이지연 ·지희킴 작가가 참여하며, 인간이 환경을 

대하는 모습과 환경보호에 관한 고민을 표현했다. 작품은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하다. GS칼텍스의 친환경 사업인 에어잉크를 활용한 작품

과 복합수지로 만든 작품도 전시해 색다르다. 예술이 환경과 사람, 나아

가 지구를 하나로 연결한다.

설렘과 열정, 경륜과 자신감이 어우러진 공연이 찾아온다. 신예 안무

가 최은아 ·하나경, 경기도무용단 상임 안무가 최진욱, 안무가 이혜경

이 협업해 한국 춤으로 이뤄진 두 편의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Break! 

Make, New Wave’는 나 자신을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고, ‘당골’은 경기도 도당굿 장단을 재해석한 춤으로 구성했다. 한

국 춤 특유의 호흡과 리듬, 정서에 현대적 표현을 더했다.

장소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문의 1544-7669 장소 경기도 수원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30-3200

→ →

<이번 생은 지구니까> <하랑-함께 날아오르다>

• EXHIBIT • • SHOW •

05.03~06.26 06.25~26여수 수원

WHATWHAT''SS  U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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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슈베르트>

<홍동지와 이시미>

<향기의 재발견>제32회 한산모시문화제

2022 서울드럼페스티벌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000

장소 경기도 구리아트홀
문의 031-580-7900

장소 국립부산과학관
문의 1422-23

장소 충남 서천 한산모시관 및 한산전통시장 
일원 문의 041-950-4256

장소 서울 노들섬
문의 02-6401-9718

가곡왕 슈베르트의 명곡이 총집합했다. 소프
라노 임선혜,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 김대진, 
바이올린 백주영 등 한국 최정상급 음악가들
이 6일간 슈베르트 실내악곡과 성악곡의 향연
을 펼친다. 슈베르트 피아노 독주곡부터 가곡 
‘바위 위의 목동’, 연가곡 <겨울 나그네> 등으
로 무대를 꾸민다.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을 남녀노소 모두 
즐긴다. 평화롭던 마을에 요괴 이시미가 나타
나 마을 사람을 괴롭힌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맞서는 홍동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었다. 
이번 공연은 꼭두각시놀음과 이탈리아 인형
극 장르인 구아라텔레를 결합해 전통음악과 
장단이 한층 새로워졌다. 다채로운 음향효과
에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져 흥을 돋운다.

향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다. 향기를 맡는 
후각 인지의 과학적 원리부터 향기의 역사, 관
련 진로, 산업, 예술 등 다방면으로 향기를 조
명한다. 향기를 구성하는 톱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의 특성을 알아본 후 준비한 열두 
가지 기본 노트를 직접 시향하며 마음에 드는 
향도 고를 수 있다. 

한산모시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1989년 시작한 한산모시문화제가 올해도 시
원한 바람을 몰고 찾아온다. 소형 베틀로 모시
를 짜는 한산모시 베틀 짜기 체험, 모시의 생
산 과정을 놀이화한 저산팔읍 길쌈놀이, 모시 
옷 입기 체험, 한산모시학교 등 여러 프로그램
으로 모시에 담긴 전통을 만난다.

세계 정상급 드럼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직접 
드럼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건태, 김수준 등 한국 유명 드러
머를 비롯해 슬라이 앤드 더 패밀리 스톤, 바비 
브라운 등 해외 밴드의 참여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준비했다. 경연 대회와 모든 공연은 온
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SHOW •

• SHOW •

• EXHIBIT •• FESTIVAL •

• FESTIVAL •

06.21~26

06.25

04.22~08.2806.10~12

06.17~18서울

구리

부산서천

서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HATWHAT''SS  U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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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쉬었다. 하회마을을 거닐고 봉정사를 어루만졌으며 월영교를 바라봤다. 
꿈의 휴식 

안동

테마 여행 안동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모든 풍경이 안식을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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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길이 있었다. 숲을 지나 마을로, 골짜기를 넘

어 강변으로 가는 길에서 마음도 길을 걸었다. 걸

음마다 가슴에 담기는 풍경들. 나무들이 하회마

을 골목에 그늘을 드리웠으며 담장 너머 모래톱

은 무성한 초록 풀을 품어 냈다. 낙동강은 막힌 곳

을 돌고 파인 곳은 채우면서 흘렀다. 봉정사 나무 

기둥이 천년 세월을 떠받들고, 어스름 내린 호수

는 달빛을 비추었다. 태백산맥 줄기의 높은 땅, 안

동이 산과 물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이었다. 유

장한 이야기를 따라 소요하는 동안 마음도 함께 

거닐었다. 가슴에 담긴 풍경이 차곡차곡 쌓이던 

초여름 어느 날, 안동은 잊지 않을 이름이 되었다.

자연의 순리, 하회마을

부용대에 올라 낙동강과 하회마을을 내려다보았

다. 안동 도심을 통과한 뒤 산자락에 붙어 이리저

리 요동하는 낙동강은 해발 328미터 화산을 마주

하고 나서야 부드러운 굽이를 그린다. 강물이 느

릿느릿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화산 서쪽에 평지 

한 조각이 남겨졌고, 여기에 하회마을이 들어섰

다. 하회(河回)라는 이름부터 물이 돌아 나간다

는 뜻이니 오롯하게 자연이 일군 경관인 셈이다. 

마을 건너편 절벽 부용대는 그런 낙동강과 하회

마을이 한눈에 잡히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물줄

기와 모래톱이 감싼 강둑에서 벚나무가 줄지어 

다시 마을을 감싸는 모습이 아늑하다. 평화로운 

한때를, 더디 휘도는 강물처럼 만끽했다. 만약 강

이 자신을 막는 산을 타박하듯 몰아쳤다면 평지

도, 하회마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저 강물과 평지

는 느릴지언정 돌아서 결국 나아가는 자연의 순

리를 내보인다. 그곳에 사람이 모여 마을을 만들

었다. 길이 휘어진들 서두르지 않는 담박한 삶의 

정취가 부용대로 불어오는 것 같다.

절벽에서 내려와 낙동강을 건너 하회마을에 들

었다. 우거진 들머리 숲길이 먹빛 기와와 누런 초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선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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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붕을 층층이 진 골목으로 이어진다. 흙담에 햇살이 떨어지고 한옥 돌계단에

는 나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나뭇잎에서 신록을 묻힌 바람이 사방으로 푸르게 

번진다. 그리 멀지 않은 저쪽에서는 논이 강둑 벚나무와 더불어 마을을 둘러 감

았다. 언제 또 이런 평온을 만날 수 있을까. 새소리 울리는 하회마을이 안식을 건

넨다. 서쪽 만송정 숲까지 산책을 즐기고 거듭 걸어 양진당에 닿았다. 고려 말인 

13세기 이곳에 들어와 씨족 마을을 이룬 풍산 류씨 가문의 대종가로, 조선 시대 

문신 겸암 류운룡 선생의 고택으로도 불린다. 

우뚝한 솟을대문을 넘자 안채와 사랑채를 두른 마당이 나온다. 마을에 감도는 평

온이 여기에서 샘솟는대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니겠다. 하회마을 입향조 류종혜 선

생이 자리 잡은 곳에 지었다 알려진 양진당은 역사만큼이나 그윽한 분위기를 자

아낸다. 쪽마루와 흙담 밑에 핀 꽃을 쓰다듬었다. 구경하는 여행객만 홀로 갸웃

대는 반듯한 양진당으로 곧바르게 솟은 먼 산 풍경이 간단없이 넘어오고 있다.

낙동강의 삶

겸암 선생의 동생 서애 류성룡 가문 종택인 충효당은 양진당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졌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면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헌신한 서애 선생

을 기리고자 후손과 유림이 힘을 모아 건립했다. 서애 선생은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다. 벼슬을 마치고 귀향해 1607년 풍산현 작은 초가에서 별세하자 상을 치

르지 못할 것을 염려한 백성들이 스스로 부조할 정도였다. 조정이 사흘간 조의

를 표하도록 했지만 백성들은 또한 자발적으로 하루 더 일상을 멈추고 죽음을 애

도했다. 선생은 사라졌어도 양진당처럼 반듯한 충효당에 그의 삶이 남았다. 수백 

년간 건실하게 사람을 기른 하회마을이 오늘도 고즈넉하듯이. 화산을 에두른 낙

동강이 삶의 흔적인 양 남긴 모래톱을 벚나무 줄지은 강둑에서 바라보았다. 여전

히 먼 산 곧바르고, 신록을 머금어 번지는 바람 푸르다.

고택들이 잘 보존된 

풍산 류씨 집성촌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파친코>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된 

촬영 명소이기도 하다. 

문의 054-853-0109



038 039

천등산의 봉황, 봉정사

하회마을에서 북쪽으로 가 서후면 산기슭에 닿

으면 그곳부터 천등산의 영역이다. 해발 574미

터 천등산(天燈山)은 하늘에서 비추는 등불이라

는 뜻으로, 안동의 진산 학가산을 마주하고 서 있

다. 산마루 높이가 대부분 비슷하고 산세는 순해 

중턱으로 오르는 길이 온화하게 느껴진다. 크고 

작은 논을 펼친 해발 250미터 산허리에 도착했

다. 산줄기를 오른 논이 더는 나아가지 않는 이곳

에서 숲길이 시작된다. 나무가 어찌나 빼곡한지 

하늘이 저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나뭇잎 사

이에서 파란 점만 찍을 뿐이다. 그래도 눈부시다. 

나뭇잎이 물결같이 일렁이는 초록의 바다, 비탈 

곳곳 야생초가 벌이는 싱그러운 향연. 미세한 틈

을 거친 빛으로도 세상은 환하다. 이대로 온전한

데 무엇이 궁해 아쉽다 할 것인가. 햇살 한 줌 어

깨에 이고 비탈을 마저 걷는다.

천등산 중턱에 이르자 울창하던 숲이 천천히 벌

어진다. 나무가 연 틈에서 전각들이 고색창연한 

빛을 쏟아낸다. 천년 고찰 봉정사로 가는 길. 가

파른 언덕 위 만세루가 여행객을 굽어본다. 만세

루 아래 통로는 좁고 나직하다. 작디작은 저 공간

을 지나야 봉정사에 든다. 부딪치지 않도록 허리

를 굽혀 좌우를 살핀다. 돌계단 밟는 소리만 메아

리치는 길목에서 얼굴을 계속 바닥으로 향한다. 

목을 길게 빼거나 콧날을 추켜올린다면 누마루

에 부닥칠 터. 낮춘 몸으로 누마루 높이를 가늠하

고 계단 간격을 헤아리며 돌계단 끝에서 대웅전

이 찬찬하게 떠오르는 광경을 감상했다. 봉정사 

마당에 올라서는 천등산에 안긴 대웅전과 극락

전, 오솔길을 봤다. 봉황이 쉬는 듯 기다랗게 누

운 사찰이 아름다워 고개를 돌리기 힘들다. 낮아

서 보이는 것과 낮아져야 가는 길이 있다. 사람은 

봉정사는 7세기에 의상대사의 제자 능인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시대별 건축양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찰로 올라가는 비탈의 울창한 숲은 산책로로 

훌륭하다. 문의 054-853-4181

미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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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길에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지. 누군가에겐 덧없고 다른 누군

가에겐 알찬 지금, 우리는 간곡하게 걸어서 봉정사를 만났다.

만세루를 뒤로하고 대웅전에서 극락전으로, 극락전에서 화엄강당으로 이동했

다. 봉정사는 7세기에 의상대사의 제자 능인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기록이 드

문 까닭에 창건 이후 역사는 비교적 희미해도 고려 후기 극락전, 조선 초기 대웅

전, 조선 중기 화엄강당 등 시대별 전각이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배흘림기둥이 주심포를 받드는 고려 건축양식의 극

락전과 겹치마 팔작지붕에 다포를 단 조선 건축양식의 대웅전을 차례로 훑었다. 

시간의 더께를 얹은 나무 기둥이 굳건하다. 억겁을 지켜 온 천등산은 능선을 옹

그려 사찰을 끌어안았다. 화엄강당까지 세 전각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담장 앞

으로 봉정사의 세월이 밀려든다. 겸허하게 걸어 하늘과 천등산을 우러러본 숱한 

순례자처럼 기쁜 마음으로 찬탄을 보낸다.

휴식의 환희, 영산암

봉정사를 마주 보고 오른편에 영산암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놓였다. 봉정사 암자

인 영산암은 사찰이라기보다 살림집 같은 모습이다. 석등, 향나무가 어우러진 중정

이 정성껏 보살핀 한옥 정원을 빼닮았다. 나한전인 응진전을 비롯해 우화루, 관심

당, 송암당에 툇마루를 놔 아담한 분위기가 한층 짙다. 툇마루에 앉아 중정과 눈을 

맞췄다. 숲에 둘러싸인 공간을 외따로 누리고 있자니 가슴이 차오른다. 텅 비었으

며 동시에 충만한 희열. 무르익는 고요가 열락을 속삭이는 영산암에서 숲길이 그랬

듯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파란 점을 찍는다. 눈부신 안동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봉정사 암자인 영산암은 

사찰이라기보다 살림집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정에는 

기암괴석과 향나무, 꽃이 

어우러진다. 나한전인 

응진전을 비롯한 전각에 

툇마루를 놔 편히 쉬어 

가기 좋다.

숲에 둘러싸인 영산암을 외따로 누린다.
텅 비었으며 동시에 충만한 희열.

무르익는 고요가 열락을 속삭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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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선물, 낙강물길공원

꼭 해 보고 싶던 월영교 야경 탐방은 여행을 계획

할 때 일찌감치 결정해 두었다. 해가 기우는 중이

니 그에 앞서 들를 곳을 찾았다. 안동댐 북쪽, 낙

강물길공원이다. 월영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인 낙강물길공원은 어둠을 기다리는 동안 설렁

설렁 걸어가 둘러보기 좋다. 월영교를 출발해 낙

동강 덱 길을 따라 산책했다. 우측에는 강줄기가, 

좌측에는 무성한 나무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안

동댐에 다다를 무렵엔 폭을 넓힌 낙동강이 광활

한 풍경을 선사한다. 가슴을 두드리는 강과 나무

가 어여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오늘 여행은 내

내 자연이 함께했다. 이리 풍요로운 자연이 예사

로 나타나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시야를 흠뻑 적

시는 것이다. 낙동강 덱 길을 보인 안동은 이번에

도 연이어 낙강물길공원을 내어 준다.

안동댐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길에서 방향을 틀

었다. 나무 그림자가 둥치를 가린 숲에 산책로가 

소담스럽게 걸쳐 있다. 얼핏 분수와 벤치가 보이

지만, 입구에선 비밀의 화원인 양 전모를 밝히지 

않는 공원에 걸음을 내디딘다. 이내 모든 것이 선

명해진다. 메타세쿼이아, 전나무, 물풀, 연못. 작

다면 작은 2만 6000제곱미터(약 7800평) 면적에 

정원의 서정이 모자란 구석 없이 가득하다. 비밀

을 걷은 공원이 영롱하게 반짝인다.

2000년에 조성한 폭포공원엔 야생동물이 뛰놀

고 수련과 야생화가 열렸다. 도심으로 흐르는 낙

동강 변의 자연 감상 동선을 안동댐 인근까지 끌

어올린 폭포공원은 2017년 대대적으로 단장해 

현재 이름과 모습을 갖추었다. 물풀이 한들거리

는 호수에 분수가 물을 흩뿌리고 메타세쿼이아

는 잔영을 비친다. 돌다리를 건너며 재잘대는 사

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한

갓진 시선을 분수와 잔영으로 던진다. 안동이 건

네는 휴식이 감미롭다.

2000년 안동댐 인근에 조성한 폭포공원이 조경을 더해 2017년 

낙강물길공원으로 거듭났다. 2만 6000제곱미터(약 7800평) 면적에 연못, 

돌다리, 메타세쿼이아, 물풀의 서정이 가득하다. 문의 054-840-3433

감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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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밤, 월영교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파랗던 하늘이 이제 거무스레해지는데 한편에서 붉디붉

은 낙조가 피어오른다. 하늘을 복사한 낙동강은 타오르는 선홍색 빛을 파동에 

담는다. 선명한 것이 어둑한 것으로 변화하는 시간, 머지않아 우리에게 밤의 망

각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대도 오늘만은 뜨겁게 기억해 달라는 이 도시의 당

부가 저다지 짙은 하늘에 아로새겨져 있다. 바람과 강물과 산이 맑은 안동이기

에 무엇과도 섞이지 않아 명백한 황혼을 확인한다. 

곧 낙조가 자취를 감추고 어스름마저 사라져 간다. 낙동강이 제 몸의 전부에서 

어둠을 복사한다. 이로써 끝이 난 걸까. 월영교가 불을 켠다. 낙동강 변에도 불빛

이 환하다. 삽시에 세상이 바뀌었다. 색조는 낮과 다르지만, 낮과 같이 깨끗하고 

낮처럼 뚜렷한 안동의 밤이 왔다.

2003년에 개통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너비 3.6미터, 길이 387미터 나무다리 

월영교를 걷는다. 미투리 형상 전망대가 다리 중간 월영정 양옆으로 볼록하다. 

1998년, 안동 정상동에서 고성 이씨 이응태 묘를 이장하던 중 머리카락을 더해 

만든 미투리 한 켤레와 편지를 발견했다. 조선 전기에 아내를 유달리 사랑한 이

응태가 31세로 요절하자 아내는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미투리를 삼고 편지를 쓴

다. “함께 누워서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

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나는 꿈에서 당

신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투리 형상 전망대에 서서 낙동강을 본다. 초승달 

모양 전동 보트인 문보트가 사람을 태우고 유유히 미끄러진다. 강변에선 사람들

이 안동의 밤을 노닌다. 불을 켠 월영교가 점점 밝아진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

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지. 낮만큼 아름다운 이 밤이 이내 그리워지겠

다. 어쩌면 꿈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잊지 않을 이름, 안동.  

월영교가 불을 밝힌 안동의 밤.
초승달 모양 문보트가 유유히 미끄러진다.
낮만큼 아름다운 밤이 안동에 번진다.

너비 3.6미터, 길이 

387미터 나무다리 

월영교는 낙동강을 

가로지른다. 다리 가운데, 

풍경이 근사한 월영정 

양옆으로 미투리 모양 

전망대를 설치했다. 

밤에는 조명을 밝혀 

운치를 선사한다. 

문의 054-82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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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ath leads to another. My heart opens up to the 

surroundings as I walk through the forest to the village, 

and over the valley to the riverside. With each step, 

the scenery leaves a deep imprint. The trees cast their 

shadows in the alleys of Hahoe village, and Nakdong- 

gang River meanders in gentle curves. The wooden 

columns of Bongjeongsa Temple are the remnants of a 

thousand-year history, and the moon illuminates the 

lake at dusk. While exploring the stories told by the 

mountains and rivers, I felt myself filling up with inner 

peace and calm. Andong holds a place dear in my heart.

Hahoe Village, Flowing With Nature

I step into Hahoe Village, home to the Pungsan Ryu 

clan. What started out as a forest trail quickly turns 

into an alley lined with tile-roofed houses and thatched 

houses. The clay walls are basking in the sun, and 

The Ideal 
Rest
Andong
I found much-needed rest in Andong, a city 
steeped in tradition and nature.

the traditional hanok stairs are sitting in the shade 

of trees. A cool breeze spreads throughout, giving the 

leaves a good rustle. The village is surrounded by paddy 

fields and cherry blossom trees on the river bank. This 

tranquil scenery is a true gem, and one that is hard to 

come by again. Hahoe Village has faithfully preserved 

traditions for hundreds of years. I gaze quietly at 

the sand washed ashore by the Nakdonggang River, 

marveling over its resemblance to our footprints in life. 

The mountains are standing tall in the distance, and 

the breeze is tinged with the freshness of nature.

From Hahoe Village, I head northwards to Seohu-

myeon, and reach the foot of Cheondeungsan 

Mountain. At some point midslope, the trees begin to 

spread apart. I am greeted by a cluster of shrines that 

belong to Bongjeongsa Temple, which boasts a rich 

history of a thousand years. On top of the steep slope is 

Manseru Pavilion. The temple is said to have been built 

in the 7th century by the renowned Buddhist monk 

Neungin. While its history is still vague due to the lack 

of records, Bongjeongsa Temple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n 2018 in recognition of the 

historic value of structures built in different periods, 

such as Geungnakjeon Hall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Daeungjeon Hall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ike 

many other travelers before me, I am struck speechless 

by its scale and beauty.

Woryeonggyo Bridge, Andong’s Night Experience

Next up is Nakgang Waterway Park, located near 

Andong Dam. It is around sunset when I arrive. A 

20-minute walk from Nakgang Waterway Park leads to 

the Woryeonggyo Bridge that crosses the Nakdonggang 

River. The bridge is beautifully lit, and offers a view 

more stunning at night. The moon boat, shaped like a 

crescent moon, is lazily drifting around. The river bank, 

crowded with people, is filled with chatter and laughter. 

The city at night is as charming as it is in the day. This 

splendid day in Andong will be hard to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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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즐길 거리&먹거리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 풍요로운 자연이 깊은 역사와 전통을 만

든 안동은 레저의 도시이기도 하다. 여름마다 많은 여행객이 찾는 ‘임

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은 안동의 자연을 다채롭게 즐기기 맞춤인 여행지

다. 안동 동쪽 임하호의 유일한 수상 레저 시설로, 여러 체험 가운데 무엇보

다 호수 풍경이 배경이 되어 주는 캠핑이 유명하다. 캐러밴 11대, 글램핑 19

동, 오토캠핑장 26면에서 숙박하면서 워터파크, 워터슬라이드, 웨이크보

드, 영·유아 풀장을 한꺼번에 누린다. 레저 시설은 반려견도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54-822-1212

ⓒ
 안
동
시
청

ⓒ
 안
동
시
청

전통리조트 구름에 안동 도심 동쪽 야트막한 산에 예스러운 한옥들

이 안겼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놓인 고택들을 이건하고 숙소

로 단장해 2014년 문을 연 ‘전통리조트 구름에’다. 퇴계 선생 10대손인 이휘

면의 칠곡고택 등 일곱 동의 역사를 헤아리며 산책하고 묵어가는 기분이 근

사하다. 강화유리 이중창, 현대식 냉난방이 안온한 쉼을 보장하는 이곳은 

올해부터 라운지의 조식 메뉴를 일반에 공개했다. 투숙하지 않아도 안동 백

진주 쌀밥과 요일별로 반찬을 다르게 구성하는 전통 아침 밥상을 맛본다. 

문의 054-823-9001

단호샌드파크캠핑장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하얀 백사장이 펼쳐

지는 ‘단호샌드파크캠핑장’은 안동의 대표 휴양지로 꼽힌다. 최대 8

인까지 수용하는 캐러밴은 물론이고 오토캠핑장, 텐트 야영장, 글램핑장을 

두루 갖췄다. 어린이 놀이터와 트램펄린, 농구장 등을 설치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 재밌고 편하게 쉰다. 캠핑장 위치도 절묘하다. 낙동강생태학

습관이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에 자리하며, 낙암정과 마애선사유적전시관, 

병산서원, 하회마을도 가깝다. 국토 종주 낙동강자전거길이 통과한다.

문의 054-850-4595

시에스타 천등산 자락, 봉정사 올라가는 길에서 예술적인 분위기

가 흥건한 카페를 만난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에 걸린 그림들이 화

사하다. 왼편에선 갤러리가 반긴다. 카페와 갤러리를 구석구석 메운 예술 공

간. 한희영 대표가 세심히 설계하고 지난해 7월 문을 연 ‘시에스타’가 마음의 

갈증까지 풀어 준다. 서양화가인 한 대표는 안동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고

자 시에스타와 갤러리 ‘나모’를 붙여 세웠다. 매달 다른 전시를 여는 갤러리와 

안동 땅콩을 갈아 만든 밀크셰이크 등 모든 메뉴에 정성이 깃들었다.

문의 010-2837-1916

→
→

→
→

하루가 다르게 햇살이 뜨거워지고,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습윤해진다. 갑작스레 밀려든 더위, 잦은 야외 활동에 기력

은 쇠하고 피로도는 높아진다.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여름이 왔다. 파나소닉의 경량형 안마의자 EP-MA05는 확

실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체력 충전을 돕는다. 세련된 디

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용성을 높인 EP-MA05와 함께

라면 뜨거운 여름도 두렵지 않다. 

날렵하고 강하다, 전문가의 손놀림 그대로

파나소닉 EP-MA05는 마사지 전문가의 손놀림과 지압, 패

턴 등 뛰어난 기술을 적용한 네 가지 모드로 섬세하게 작동

한다. 15분간 열여덟 가지 마사지 기술을 구현하는 자동 모

드의 효율이 단연 놀랍고, 부위에 따라 원하는 마사지 기능

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수동 모드 기능도 훌륭하다. 마사

지 코스, 마사지 기술, 자극 부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러는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 가능하다.

감각적인 디자인, 그림이 되는 인테리어

팔걸이 너비 68센티미터, 등받이 높이 111센티미터, 무게 

43킬로그램. 가볍고 탄탄한 안마의자를 찾는다면 파나소닉 

EP-MA05만 한 선택지도 없을 것이다. 의자 아래 롤러를 장

착한 덕에 실내 공간 어디든 옮겨 가며 사용하기 쉽고, 종아

리를 마사지하는 아랫부분은 안쪽으로 접어 보관할 수 있어 

소파처럼 활용해도 좋다. 색상은 크게 두 가지다. 화이트와 

클래식블루(화이트블루), 민트그린과 화이트(민트화이트) 

등 투톤으로 이루어져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다. 

여름을 부탁해,
 파나소닉 안마의자 EP-MA05
상쾌한 색감, 매끈한 디자인으로 탄생한 경량형 안마의자 
EP-MA05와 함께 시원한 여름 나기를 계획한다.

문의 02-533-8452

프로모션

    + 파나소닉 EP-MA05 알차게 즐기는 세 가지 방법

1. 헤드레스트 아래 탑재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며 마사지 즐기기

2. 스윙 모드를 적용해 흔들의자의 안락함 만끽하기

3. 팔걸이의 USB 충전 포트를 활용해 끊김 없이 모바일 영상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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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공주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충남 공주에서 길을 따라 시간을 되짚는다. 근대, 조선 시대 역사와 백제의 기억이 도시 곳곳에 어렸다.공주 
시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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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뀔 땐 조용한 곳을 찾아 걷는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상시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

뭇잎이 겹쳐 생긴 초록빛, 돌 틈을 비집고 피어난 야생

화, 묵묵히 기어가는 작은 곤충. 다시 맞은 여름 풍경이 

반가워 “어떻게 지냈느냐” 실없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

다. 풍경은 말이 없지만,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

으면 그 안에 어린 이야기를 슬쩍 내어 준다. 잔잔히 흐

르는 금강을 품은 곳, 우거진 녹음으로 가슴을 시원하

게 해 주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으려 KTX에 올랐다. 빠

르게 흩어지는 창밖 풍경을 눈으로 담는다. 시간의 흔

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 공주가 가까워진다.

고요한 시간, 중동성당

공주역에 내려 숨을 깊이 들이쉰다. 흙과 풀 내음이 몸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든다. 상쾌한 공기로 마음을 충

전한 후 원도심으로 향한다. 중동성당은 도심이 한눈

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다. 성당으로 통하는 계

단을 오르니 모습이 조금씩 나타난다. 미사를 진행 중

인 건물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온다. 입

구에는 신자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다. 중동성당은 

공주 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으로 지금껏 자리를 지켜 

왔다. 1897년, 프랑스 선교사 기낭 신부가 부지를 마련

하고 한옥 건물을 지어 ‘공주성당’으로 이름 지은 것이 

시작이었다. 성당이 한옥에서 고딕식 건물로 변모한 것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공주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은 1937년이다. 당시 5대 주임신부였던 최종철 신부가 

약 3만 원을 들여 완공했다. 성당을 이루는 붉은 벽돌은 

건축 당시 현장에서 하나하나 직접 구워 만든 것인데,  

80년이 지난 지금도 색감이 아름답다. 그 후 1982년, 교

동 본당이 분리되며 공주성당은 현재의 이름인 중동성

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동(中洞). 이름처럼 공주의 

중심에서 천주교 신자의 안식처 역할을 해 온 성당이 

인자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내부로 들어가자 저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된다. 햇빛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해 오색 빛으로 반짝인다. 곳곳

에 걸린 십자가가 한층 더 신성한 느낌을 준다. 자리에 

앉아 둘러보니 하늘에서 내려다본 성당 모습이 라틴 십

자가 모양이라는 것이 실감 난다. 사람의 염원이 공간

을 채우고 있어서일까, 평화로운 분위기에 복잡하던 마

음이 차분해진다. 한참 동안 건물을 감상하다가 성당 

밖 한쪽에 마련된 최종철 신부의 무덤으로 걸음을 옮긴

다. 고즈넉한 중동성당을 세운 신부를 위해 잠시 묵념

한다. 마음에 화답하듯, 무덤 옆 누군가가 봉헌한 초에

서 불꽃이 일렁인다.

중동성당 후문에는 예수의 일대기와 천주교 박해 역사

를 상징하는 벽화가 걸렸다. 천주교는 17세기 무렵 한

반도에 들어왔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교리

가 조선의 신분제를 흔들기 시작해 조선 정부는 천주교

를 박해했다. 도청 역할을 하던 충청감영이 공주에 설

치된 까닭에 천주교 박해 당시 공주에서 수많은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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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가 순교했다. 천주교를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교인

들을 공개 처형하기도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황새바

위다. 기록에 의하면 처형을 하는 날은 황새바위가 보

이는 공산성에 군중이 몰려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한

다. 군중 속 누군가는 애끓는 마음을 숨기고 가족의 최

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쩐지 애달픈 마음이 전해지

는 것 같다. 

백제의 시간, 공산성

천주교의 역사를 뒤로하고 백제를 만나러 간다. 공산성 

앞 황금빛 동상이 거대하다. 2021년 9월, 무령왕릉 발

굴 50주년을 맞아 세운 회전형 무령왕 동상은 왕이 바

라보는 방향마다 의미가 다르다. 서쪽을 바라보면 무

령왕릉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쪽은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갱위강국(更爲强國)을 선포한 대왕의 위엄

을 상징한다. 남쪽을 바라볼 때는 백성을 따뜻하게 보

살피는 군주의 마음을 표현했다. 위풍당당한 동상이 공

산성을 지키는 듯하다. 공산성 입구 역할을 하는 금서

루를 지나 성곽 안쪽으로 들어선다. 백제의 기세가 다

시 타오르던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활기로 시끌벅적

했을 장소에 발을 들인다. 백제는 475년 한성에서 웅진

으로 천도했다. 공산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망치듯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여기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것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다. 천도 이후 동성왕이 증축이나 보수를 했다는 기록

으로 미루어 보아, 문주왕이 고구려의 위세를 피해 웅

진으로 왔을 때 공산성은 이미 형태를 웬만큼 갖춘 토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성의 

토대를 만들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자 급격한 경사가 펼쳐진다. 

경사진 성곽을 올라 높은 고개를 넘으니 탁 트인 풍경

이 단번에 드러나며 해방감을 안긴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그 위에 놓인 금강철교, 저 너머 공주 시가지의 

풍경이 어우러진다. 공산성 정상부까지의 해발고도는 

약 110미터. 길을 따라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이 

높은 곳에 쌓은 성곽은 정교하기까지 하다. 조선 시대

에 지금의 모습인 석성으로 개축했다는 기록이 돌로 공

산성을 다시금 다듬었을 옛사람들을 상상하게 한다. 울

퉁불퉁한 돌의 곡면을 눈으로 훑는다. 그 시절 자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피어오른다.

숲에서 날아온 딱새 두 마리가 번갈아 앞서간다. 다가

가니 통통 튀며 다음 나뭇가지로 넘어간다. 귀여운 딱

새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간다. 바

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우수수 쏟아진다. 우거진 

나무에 이어 넓은 터가 드러난다. 터 끝에는 공산성 북

문 공북루가 금강을 바라보고 있다. 공북루 남쪽의 넓

은 터는 왕궁 관련 유적이 대거 발굴된 곳이다. 공북루 

남쪽 발굴 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건물 터와 토목공사를 했던 흔적, 배수로, 저

장고, 밤 껍데기, 옻칠한 가죽 갑옷 등을 발굴했다. 시간

이 흘리고 간 단서들을 눈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적을 거닐며 기와로 만든 집이 가득한 거리를 머릿

속에 그려 보았다가, 옛사람이 땅속에 저장고를 묻는 

모습도 상상해 본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머릿

공산성 금서루에서는 매주 

주말 ‘웅진 수문병 근무 교대식’이 

하루에 두 차례 열리고, 

오후 2시에는 무령왕 동상 

주변에서 무령왕 회전의식을 

진행한다. 문의 1899-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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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마을을 세우고, 배수로에 흐르는 물결을 떠올

리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백이 선사하는 매력

에 흠뻑 빠져, 과거 어느 날 공산성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꾸어 본다.

공백에서 과거를 찾다

현재도 공주는 발굴 조사가 한창이다. 왕궁 관련 유적

을 발견했지만 왕궁 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

은 공산성 안 쌍수정 일대를 왕궁지라고 부른다. 이곳

에도 연못과 건물 터 등이 존재한다. 쌍수정 뒤편에는 

단을 높여 무언가의 자리를 만든 흔적도 있다. 연못이 

있고, 단을 높여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면 왕이 머무르

던 곳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 역시 추정일 뿐 정확하게 

왕궁지라고 결론 내릴 수 없기에 우리는 시간이 남긴 

흔적을 집요하게 좇는다. 추정을 확신으로 만들어 미래

의 우리가 과거 너머를 들여다보도록 말이다. 

현재의 공주를 여행하며 근대와 조선 시대, 백제까지 

다녀왔다. 시대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 공주에는 아

직 꺼내지 못한 비밀이 많다. 언젠가 그 비밀이 세상을 

환히 비출 날을 기다리며 또 다른 공주의 이야기를 찾

으러 걸음을 옮긴다. 공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제1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6월, 공주를 방문한다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수국 축제를 놓치지 말
자. 유구읍에 위치한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을 
주제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꽃 축제가 열린다. 파란색, 분홍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을 지닌 수국이 정원에 가득하다. 수국과 어울리는 어쿠스
틱, 재즈 등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는 수국정원 공연과 유구천 카누 체험도 
준비했다. 해가 지면 빛을 활용한 조형물이 여행객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
신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포토 존에서 인생 사진도 남긴다. 
문의 041-840-3800

공산성을 산책하면서 

공산성 방문자 센터도 방문해 

보자. 백제 웅진성을 3D로 

복원한 디오라마관, 영상관, 

전시실 등으로 공산성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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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 이 여행 대구 editor. 김현정  photographer. 이규열

자연이 스스로 가꾼 대구 

달성습지에서는 대자연의 음악이 

들린다. 도심을 벗어나 야생의 생명력이 

가슴 뛰게 하는 습지로 들어갔다.

신비 속을 걷다

물처럼 흐르지도 못하고 물에는 발자국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물과 물 아닌 곳의 경계, 

습지에 선다. 물 잔뜩 머금어 촉촉한 흙은 

햇볕과 시간을 양분 삼아 생명을 피워 올

리는 중이다. 언젠가 땅속의 작은 씨앗이

었을 풀이 지금은 왕버들의 허벅지나 심

지어 허리께까지 자라서 나무 기둥을 간

지럽히고, 어느 땅은 울퉁불퉁한 모습이 

두더지가 지나갔음을 말해 준다. 곡조와 

높낮이가 천차만별인 새소리를 배경음악

으로 온갖 풀과 나무의 향기가 사람의 작

은 코에 밀려들어 온다. 자연이라는, 생명

이라는 교향악. 경계의 땅 습지에 서서 그 

음악을 듣는다. 찬란한 순간이다.

생명의 파노라마, 달성습지

내륙 도시 대구는 물이 풍부하다. 도시를 

둘러싼 산이 물을 내보내고, 다른 지역에

서 발원한 물이 대구를 지나가기도 한다. 

자연의 협조가 절실했을 구석기시대부터 

대구에 사람이 자리 잡은 바탕에는 물의 

역할이 컸을 테다. 그중 금호강과 낙동강

이 만나는 지점에 달성습지가 있다. 대명

천과 진천천도 여기서 합류해 무려 ‘네물

머리’다. 흐르는 물은 홀로 오지 않았으니, 

곳곳의 기후와 사연을 담은 흙이 강바닥

에 차곡차곡 쌓여 하중도를 이루고 큰비

가 닥칠 땐 주변에 범람해 토양을 비옥하

게 했다. 세계 최대 환경 단체이자 유명한 

람사르협약을 기획한 국제자연보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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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서대구역과 동대구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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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무, 느릅나무 등 습지에 흔한 나무 말고 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

무 등이 일정 구간에 군락을 이루어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과거에 개

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한다. 묘목장이라 촘촘하게 식재한 

탓인지 나무는 가늘고 길게 자랐다. 키를 가늠한다고 목을 한껏 치켜

들어도 모자라다. 날씬하고 키만 껑충 큰 벚나무가 신기해 한참을 올

려다봤다. 어디서도 못 본 풍경이다. 계속되는 숲길이 시각에 여유를 

선사하면서 키 작은 식물도, 아예 땅바닥을 기는 식물도 들어온다. 한 

번 뿌리박으면 평생을 각오해야 하는 이들은 이곳이 운명이다. 그 사

이사이에 곤충, 새가 먹이를 얻고 몸을 숨기고 짝을 찾고 생을 영위한

다. 눈 밝은 사람에게는 습지 모든 것이 생의 자취이겠다.

숲 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나무 덱이 놓였다. 습지탐방길이다. 자연이 

씨앗을 뿌린 그대로 왕버들이 제각각 뿌듯하게 자랐고, 그 아래는 온

통 풀이 아우성친다. 야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걸어 나온 듯하다. 

습지임을 증명하는 물웅덩이는 각도에 따라 하늘과 구름을, 나무와 

풀을 담는다. 현실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꾸는 꿈을 닮았다. 놀랍다, 경

이롭다, 신비롭다, 단어는 단어일 뿐 실제는 어떤 단어로도 부족하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느끼든 자연은 제 일에 열심이라, 버드나무가 솜

(IUCN)이 1989년 발표한 ‘아시아 습지’ 

문건에서는 그토록 많은 한국 습지 가운

데 스물한 곳을 목록에 올리면서 달성습

지를 포함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주목

할 만한 습지라는 뜻이다.

달성습지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약 60

만 5000평)에 달한다. 자연이 주인으로

서 스스로 생을 꾸리는 습지라 걸음이 조

심스럽다. 사람의 미학 기준에 맞추어 심

고 깎고 조성한 공원과는 확연히 다르다. 

광활한 땅에 온갖 풀이 휘날리고, 드문드

문 나무가 선 광경은 아프리카 초원을 떠

올리게 한다. 누가 이 장면을 두고 감히 ‘가

꾸지 않았다’라고 말할까. 자연이, 지금 여

기서는 그러해야 해서 치열하게 생존하며 

만들어 낸 숭고한 풍경이다.

긴 숲길도 이 습지의 독특한 매력이다. 버

털 모양의 씨를 무수히 날린다. 어느 나무

는 생을 다하고 땅에 누웠다.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한 장면에 생의 

파노라마가 다 들었다. 덱은 몇백 미터씩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 여기까지. 자연이 

주인이고 사람은 손님이니까. 이만큼이라

도 그 경이의 장면을 누리다니 충분하다. 

더는 욕심부리지 말아 달라고 덱 너머 광

활한 자연에 부탁받은 기분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려주기까지

숲길을 나와 제방 건너편, 대명유수지는 

지난해의 갈색과 올해의 초록이 어우러져 

장관이다. 범람이 잦아 물 높이를 조절하

는 용도로 조성한 유수지는 물억새와 갈 

대, 달뿌리풀이 빽빽하다. 여기에 하나 더, 

귀한 존재 맹꽁이. 옛이야기와 속담에 등

장해 친숙하지만, 인간의 과오로 멸종 위

기종이 된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이곳

이다. 추위와 더위를 막으려 옷을 지어 입

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개발해 안전

한 환경을 만들 수 없는 몸길이 약 4.5센티

미터의 맹꽁이. 환경 변화 앞에 속수무책

인 생명이 살 만하다고 골라 거주하는 곳

이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다.

맹꽁이를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2009

년이다. 1989년 IUCN 보고서가 5000만 

제곱미터(약 1215만 평) 넓이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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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달성습지는 

맹꽁이, 수달, 남생이, 

수리부엉이 같은 멸종 

위기종이 사는 귀한 곳이다. 

습지 옆 대명유수지는 

물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루어 인생 사진 명소로 

이름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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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서

 사문진 주막촌까지 낙동강

 위로 탐방로를 조성했다. 

물 위를 걸으며 강과 습지,

 하식애를 감상한다. ‘내추럴 

대구’ 투어를 이용하면 풍부한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대구를

 알차게 여행할 수 있다.

당이다. 감탄스러운 풍경에, 찍는 사진마다 인생 사진이다. 한 층 위 옥

상 전망대는 습지의 공기를 마시면서 일대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인근 밭에서는 학습관 직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유기농 

보리 등을 재배한다. 겨울 철새 먹이로 주기 위해서다. 경치만 좋다고 

끝이랴. 두루미, 맹꽁이가 살아서 달성습지다. 누군가의 노력이 이만

큼의 오늘을 이루었고,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한다.

낙동강 위에 놓은 탐방로를 걸어 사문진 주막촌으로 향한다. 오른쪽

의 강과 하중도, 왼쪽의 하식애가 눈을 동시에 유혹한다. 하식애는 급

히 굽이쳐 흐르는 강이 화원동산 아래에 무늬를 새긴 절벽이다. 모감

주나무, 회양목 같은 다양한 나무가 절벽에 매달려 자란다. 6월엔 ‘골

든레인 트리(Goldenrain Tree)’라는 영문 이름을 가진 모감주나무가 

황금빛 꽃을 피워 꽃비로 여행객을 환영한다. 과거 낙동강 물류의 중

심 나루였던 사문진에는 주막촌과 꽃밭, 각종 조형물이 아기자기하

다. 이 나루로 1900년 한반도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오기도 했다. 사람

들 표정이 새소리, 피아노 소리인 양 경쾌하다.

자연의 거대한 포용으로 함께 살고 있다

경계의 땅 습지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않

는 작은 생물부터 큰 짐승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다. 산소를 내뿜

고 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를 조절해 환경 재난을 막아 주니, 사람 입장

에서는 받기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신비로운 풍경이 전

하는 감동까지. 긴 시간 자연이 묵묵히 물과 흙을 날라 형성한 섬과 습

지. 이토록 오랫동안 애써서 무언가를 만든 적 없이, 그저 이산화탄소

만 내뱉은 삶을 돌아본다. 인간이 과오를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할 때 

자연이 베푼 거대한 포용을 생각한다. 물이, 풀이, 나뭇가지가 움직인

다. 살아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외롭지 않다. 마음에 물기가 어린다.  

자리에서 먹이사슬을 이루어 완벽한 생태계를 구성했다.

물길을 따라 산책하며 하중도를 바라본다. 물이 흙을 가져다 쌓은 세

월이 얼마기에 저렇게 섬이 되었을까. 부들과 물풀, 나무가 자라 바람

에 한들거리는 섬은 물과 시간이 함께 쓴 시 같다. 그들이 심혈을 기울

인 시가 초여름 하늘 아래 초록으로 빛났다. 아름다워 눈을 떼질 못하

겠다. 하루가 저무는 무렵의 노을이 시의 절정이다. 또 하나, 물안개를 

기억해야 한다. 하중도도 그렇지만 습지 안쪽 왕버들 군락지에 물안

개가 피면, 세상이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잠시 목격한 듯

한 감동에 젖는다. 새가 지저귀는 야생의 습지, 고라니가 저쯤에서 뛰

어간다.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걷는다. 이산화탄소만 내뿜

는 존재로서 당연한 예의다.

강을 따라서, 달성습지생태학습관과 사문진

낙동강 변 길은 달성습지생태학습관으로 이어진다. 흑두루미 모습을 

한 3층 규모 건물은 낙동강 역사와 습지의 중요성, 달성습지에 서식하

는 생물을 소개한다. 맹꽁이, 개구리, 두꺼비 울음소리를 구분해서 듣

는 등 재미있는 체험 시설을 마련해 직접 만지고 누르는 가운데 습지

를 알아간다. 지식은 곧 사랑이 되고 다짐이 되니 자연을 지키겠단 마

음이 물처럼 차오른다. 3층 로비의 통창은 습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

달성습지는 현재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로 3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 세월 동안 인간의 ‘삽질’이 어땠을지 짐

작 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 철새 흑두루

미가 발길을 끊고 습지가 나날이 훼손되

어 가자 복원 논의를 시작했으나 실수와 

무지, 오류 때문에 복원 사업을 중단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기도 했다.

1년, 2년, 시간이 흘렀다. 사람은 애정과 

기원을 담아 습지를 지켜보고 연구하고 

쓰레기를 줍고 낚시를 막았다. 이때 자연

이 바빠졌다. 모니터링만 4년을 채우고 

2009년 맹꽁이를 발견했다. 2년 뒤에는 

개체 수가 확 늘어나 맹꽁이가 사람을 감

격시켰다. 2012년에는 17년 만에 재두루

미가, 이듬해에는 흑두루미가 돌아왔다. 

전 세계 1만 마리 남짓 남은, 한 마리 한 마

리가 귀한 새다. 지금 습지에는 어림해 생

물 700종이 살아간다. 식물류, 곤충류, 양

서류, 파충류, 포유류, 어류, 조류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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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대구 여행 코스

1

2

대구의 생태 여행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요금 1만 5000원에 
교통비와 입장료, 식사까지 포함해 
구성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더욱 유익하다.

동구 생태 관광(그린로드)

동대구역 → 봉무공원 → 나비생태원 → 
중식 → 불로동 고분군 → 
도동측백나무숲 → 옻골마을 → 동대구역

팔공산 생태 관광(에코로드)

동대구역 → 팔공산 자생식물원 → 
중식 → 동화사 → 자연염색박물관 → 
북지장사 → 동대구역

낙동강 생태 관광(리버로드)

동대구역 → 비슬산 → 중식 → 대견사 → 
사문진 주막촌 → 달성습지 → 동대구역

달성군 생태 관광(웰로드)

동대구역 → 대구수목원 → 중식 → 
송해공원 → 비슬산 → 대견사 → 
동대구역

4

3

QR코드를 스캔하면 
내추럴대구.kr로 
연결됩니다.

문의 내추럴대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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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전동

면 경계에 걸친 오봉산은 해발고도 

262미터로 높진 않지만, 너른 품과 

아름다운 둘레길로 많은 이의 발

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초입부

터 정상까지 맨발로 걸을 수 있도

록 조성한 오봉산맨발등산길의 하

이라이트는 드문드문 이어진 발바

닥 지압로 구간으로, 시원하면서도 

짜릿한 자극을 선사한다. 입구부터 

맨발남장군, 맨발여장군이 우뚝 서 

있어 예사롭지 않다 싶다. 하산길

에 피로한 발을 마사지하기에도 더

할 나위 없다.

  세종시 조치원읍 건너말고샅길 17-12

 044-300-4482

세종 
오봉산맨발등산길

창원 
진해드림로드 황톳길

영광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대전 
계족산 황톳길 

전남 영광에 가면 물퇴봉, 물매산, 

수퇴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산을 만난다. 모두 물이 풍부하다

는 뜻이고, 정식 명칭은 물무산이

다. 소나무숲 예술원, 편백명상원,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원 등으로 꾸

민 물무산 행복숲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은 2킬로미터 길이의 맨

발 황톳길이다. 깨끗한 지하수를 

흙 위에 뿌려 질퍽질퍽한 질감을 

살렸고, 일주일에 한 번 황토를 트

랙터로 다지고 관리해 최적의 상태

를 유지한다. 발 씻는 시설도 세 곳

이나 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615

 061-350-5779

진해드림로드는 장복산, 시루봉, 

천자봉, 불모산, 화등산을 잇는 유

려하고도 기나긴 4개의 숲길로 이

루어진다. 그중 천자봉 해오름길의 

편백숲 쉼터 부근에 이름난 황톳길

이 있다. ‘신발 벗고 이용해 주세요’

라고 쓰인 안내판을 지나면 바로 

흙과 나무 덱으로 이어진 산책로가 

뻗어 간다. 길을 거닐자면 저 멀리 

진해 앞바다가 어른거리고, 빽빽한 

편백나무 사이로 은은한 바람이 불

어와 코를 간질인다. 맨발 걷기를 

즐긴 뒤엔 청룡사까지 올라 시내를 

한눈에 굽어봐도 좋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대

 055-548-4661

대전 동북부 대청호 부근, 숲 내음 

향긋한 계족산이 있다. 이곳 중턱

에 위치한 임도는 본래 돌길이었

다. 평상시 마라톤을 즐기던 맥키

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우연히 이 

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온몸

이 상쾌해지는 경험을 했고, 곧장 

임도 14.5킬로미터 위에 질 좋은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해 계족산 황

톳길을 조성한다. 2006년 가을 개

장 이후 계족산 맨발 축제, 숲속 음

악회, 전시회 등 삼림욕과 문화를 

두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 91

 042-608-5163

발 벗고 나서는 길
흙 밟기 좋은 날, 촉촉하고 부드러운 촉감에 집중하며 명상할 수 있는 맨발 걷기 길 네 곳을 소개한다. 

맞춤 여행 editor.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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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동해안을 여행하는 

여섯 가지 즐거움

강릉

고성

삼척

속초

양양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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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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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여수

YEOSU
해안을 걷고 있으면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라고 시작하는 노래 ‘여수 밤바다’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

는 곳. 이름처럼 아름다운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밤이 찾아오면 

포차에서 파도 소리를 음악 삼아 술 한잔 기울여도 좋은 도시. 여수

는 감성 충만해지는 여행지일 뿐 아니라, 어떤 서사도 근사하게 만

들어 주는 촬영지다. 수산업과 공업이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

하던 도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여행지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춰 나갔다. 엑스포가 열린 석 달 동안 약 800만 명이 

다녀가는 쾌거를 이루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에도 여수의 빼어난 풍

광이 알려졌다. 2014년 개장해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 해상케

이블카도 여행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둠이 내린 후 케이블카는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와 낭만포차거리의 찬란한 야경을 선사한다. 

황홀한 야경을 공중에서 누린 뒤, 다음 날 향일암에서 일출을 보면 

온몸이 낭만으로 채워진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멈췄던 버스킹이 낭

만포차거리에 돌아오면서 여수는 여수만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여행자의 마음마저 

사로잡는 것이다. 그저 보기만 해도 예쁜 풍경에 서사를 더하니, 보

는 이는 즐겁고 만드는 이는 만족스러운 명장면이 쏟아져 나왔다.

오동도, 금오도, 거문도, 낭도, 하화도 등 수려한 섬도 여행객을  

여수로 불러 모으는 데 한몫 거든다. 봄에는 꽃섬이라 불리는 하화도

에서 만개한 꽃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름에는 금오도 비렁길에서 에

메랄드빛 바다와 마주한다. 겨울에는 동백이 만개한 오동도를 누빈

다. 계절이 어떻든 고운 그림을 안겨 주는 풍광 덕에 수많은 작품이 

촬영지로 여수를 선택했다. 바다가 떠오르는 계절, 여수는 지금도 낭

만을 찾는 사람들로 활기차다. 사람이 만든 것부터 자연이 빚은 풍경

까지 하나라도 놓치기 아쉬운 곳, 여수 속 촬영지로 들어가 본다.  

As you walk on the beach, you cannot help but sing the 

song Yeosu Night Sea , which goes, “The Yeosu night sea. 

There is a beautiful story underneath this light.” Yeosu 

is not only a romantic destination where the relaxing 

sound of waves serves as music to the ears, but also 

a dynamic filming location that fits any narrative. The 

regional economy was largely dependent on fisheries 

and manufacturing until the Yeosu Expo in 2012, which 

boosted the city’s status as a tourist destination. The 

three-month event attracting over eight million visitors, 

and Yeosu left an impre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Yeosu Maritime Cable Car connecting Dolsan Park 

and Jasan Park opened in 2014, and the cable car ride 

has become a widely popular activity. It is especially 

spectacular at night, offering a panoramic view of Dolsan 

Bridge, Geobukseon Bridge, and Nangman Pocha Street. 

To top off your romantic experience, you can catch the 

sunrise at Hyangiram Hermitage the next day. 

Another factor that draws travelers is Yeosu’s abundance 

of islands. Exchange greetings with flowers on Hahwado 

Island in spring, take in the sparkling emerald waters 

along Bireong-gil Trail on Geumodo Island in summer, 

and get surrounded by camellias on Odongdo Island in 

winter. Because the city stays picturesque throughout 

the year, it has gained reputation as a prime filming 

location. 

촬영지 여행 여수 editor. 남혜림  

밀려오는 파도와 반짝거리는 모래사장에 걸음을 멈추게 되는 도시, 전남 여수의 여러 촬영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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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섬> @하화도

<동백> @하멜등대

가족에게 버림받은 30대 옥남, 뮤지컬 가수지만 후

두암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20대 유진, 아이

를 유산한 10대 혜나가 우연히 만난다. 세 인물은 
슬픔을 잊게 해 준다는 꽃섬을 향해 가며 서로를 
천천히 알아 간다. 영화의 배경은 겨울. 인생의 겨

울 같은 시기, 하화도의 풍경이 그들의 시름을 풀

어 준다.

3대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순철은 체인점 사업 제

의를 받아 기뻐하다 해당 회사의 회장을 만나고 가

슴이 얼음장처럼 얼어붙는다. 1948년, 아버지를 
죽게 한 가해자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아픔을 다룬 영화로, 영화 대부분을 
여수와 순천에서 촬영했다. 하멜등대 앞에 앉아 고

뇌하는 순철. 바다는 아름다운 한편 아프다. 

악인들에게 화끈한 맛을 보여 주는 열혈 신부 해일

은 은사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을 파헤치기 위해 
형사 대영과 힘을 합쳐 수사한다. 드라마 초반부터 
사이비 무당을 잡으려 바닷길 위를 질주하는 장면

이 웃음을 안긴다. 해일과 사이비 무당이 질주하는 
곳은 여수 갯벌노을마을이라고 알려진 장척마을. 
썰물 때면 복개도로 가는 바닷길이 열린다.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만난 드라마 작가 지망생 
현수와 셰프가 꿈인 정선은 사랑했으나 마음을 말

하지 못한 채 이별한다. 각자 꿈을 이루고 다시 만

난 그들.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향일암에서 극적

으로 이어진다. 현수가 정선에게 사랑을 고백하

고, 정선은 대답한다. “알고 있어.” 두 사람과 향일

암 풍경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Ok-nam, a woman in her 30s, is abandoned 
by her family. Twenty-something Yujin is a 
musical singer with throat cancer, and the 
teenager Hye-na had a miscarriage. The 
three women meet by coincidence, and head 
to Flower Island to gorget their sorrows. The 
film was shot in winter on Hahwado Island, 
known as the island of flowers.

Hae-il, a priest who punishes sinners, 
starts an investigation with Dae-yeong to 
get to the bottom of Father Lee’s death. The 
hilarious scene where they are running 
to catch the con-artist is set in Jangcheok 
Village. At low tide, the path to Bokgaedo 
Island is revealed.

Hyeon-su, an aspiring screenwriter, and 
Jeong-seon, who hopes to become a chef, 
break up due to the pressure of reality. The 
place where they meet after realizing their 
dreams is Hyangiram Hermitage. Hyeon-
su professes her love. Their romance 
deepens at the peaceful hermitage.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영화 

영화 

<열혈사제> @장척마을드라마 <사랑의 온도> @향일암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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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cheol, the third generation owner 
of a rice soup restaurant, is offered a 
franchise business opportunity by a 
major company. He discovers that the 
company’s president is the daughter of 
attacker the who killed his father in 1948.  
The movie, mostly filmed in Yeosu and 
Suncheon, depicts the Yeosu-Suncheon 
rebellion. Sun-cheol is lost in thought in 
front of Hamel Lighthouse.



문화 돋보기 editor. 김규보

<윈터 온 파이어>
사람 없는 나라는 없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모

여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사람을 보호하면서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야 하건만, 어떤 나라는 위임받은 권력으로 사람을 짓

누른다.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이브게니 아피네예브스키는 2013년 

겨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을 93일 동안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는 부패한 데다 정적을 탄압하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헌법 개정

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그러곤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러

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다.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처음엔 평화로웠다. 폭력보다 포용을 통해 나라를 바

꾸자 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정권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는 저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니. 시위대를 폭도라며 왜곡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발포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자 저격수를 배치한다. 유혈이 낭자하는 아수라장

이 펼쳐졌다. 감독은 권력의 잔인한 행태와 그에 항거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 자막이 나온다. “125

명 사망, 65명 실종, 1890명 부상. 이후 러시아 군대 파견. 러시아, 우

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015년 봄까지 6000명 이상 사망.” 그럼에

도 포기할 순 없다. 우리의 역사가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전쟁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더 비극이다. 군

대와 군대가 대적하고, 전선이 움직이고,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뉘

는 참상의 전제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상대가 사라져야 내가 산

다.’ 결국 상대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 생명을 앗는 일에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 있겠는가. 망자 또는 살아남은 자가 될 뿐이다. 옥사

나 야쿠보바는 살아남은 자 가운데 하나다. 올해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쟁’으로 불리는 비극을 경험했다.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 옥사나는 전쟁터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져

도 견뎌 냈다. 병사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

는 역할도 맡았다. 전쟁 기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

로 돌아와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다.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에요. 녹

아내리듯이요.” “죽음이 겁나지 않았어요. 이젠 아니에요.” “검게 보

여요. 눈앞에서 문이 닫힌 느낌이에요.” 재활원에서 그는 외상후스

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한다. 침대에 누워만 있거나 말없이 허공

만 바라보거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쏟는다. 지하철 안에

서 공황장애가 일어나자 귀를 막고 몸서리친다. 옥사나는 오늘이 지

옥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군인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목격한다. 그

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명백한 징후가 없기에, 드

러나지 않기에. 전쟁은 ‘어디에서’ 멈추는 걸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총성이 들린다. 함께 사는 우리는 왜 상대를 아프게 할까. 전쟁과 학살의 아픔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았다. 인류가 서로에게 총알이 아닌 꽃을 건네길 바라면서.

오직, 평화

돈바스 전쟁 2014년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친러시아 세력이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독립을 선언했다. 그 결과 대규모 내전이 발발했으
며, 결국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비극을 잉태했다.

유로마이단 혁명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민족 갈
등이 심화됐다. 여기에 더해 친러시아 정권이 독재 행보를 보이자 2013년 
겨울, 시민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폭압에 맞서 싸웠다. 

2015년
감독 이브게니 
아피네예브스키

 넷플릭스

2018년
감독 앨리나고로바

 VoDA(보다)

STOP

W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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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감독 존 햅터스, 크리스틴 새뮤얼슨  ┃   넷플릭스2019년  ┃  감독 장후영  ┃   D-BOX

아프리카 콩고 비룽가 국립공원에 센퀘퀘 센터가 있다. 부모 잃은 고릴라

를 데려와 키우는 곳이다. 대자연이 품은 센터에서 인간과 고릴라는 서로 
껴안고 어루만진다. 헌신과 우애의 따듯한 기운이 맴도는 공간. 그런데 총

알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불을 뿜는다. 앞서 천연자원을 탐낸 외국 정부가 
콩고를 붙들고 흔들자 내전이 터졌다. 폐허가 되어 가는 콩고에서 몇몇이 
자연을 지키고자 비룽가로 모였다. 그들은 고릴라와 교감하면서 생명들

이 연결되었다는 진실을 깨닫는다. 반군이 밀려들고, 죽음을 불사한 사람

들은 그에 맞서려 한다. 고릴라 한 마리가 포탄 소리에 놀라 숨을 거두고 
만다. 전쟁은 모든 삶을 파괴한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삶을.

내가 옳다는 믿음이 실은 광신임을 알게 되었다면. 캄보디아 농부 키우 퍼

우는 온화한 성품으로 인망이 높다. 인자한 아버지, 친절한 이웃, 좋은 사

람. 카메라 앞에서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연다. “프놈펜에 있을 때 뚜얼슬랭

에서 일했어요.” 크메르루주 정권이 대량 학살을 자행한 1970년대에 그

는 소년병이었다. 정권은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고, 키우 퍼우는 그

게 진실이라고 믿었다. 1만 7000명을 강제로 잡아 온 수용소 뚜얼슬랭에

서 근무했다. 고문과 학살이 일상이던 그곳에서 12명만 살아 나갔다. 키우 
퍼우는 울먹이며 인터뷰를 중단한다. “저를 구원해 달라고 매일 신에게 
기도해요.” 그의 눈물이 인류사에서 마지막 눈물이길 기원한다.

이란 출신 사에이드 사데지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했

다. 전쟁터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 피 흘리며 쓰러진 병사의 사

진을 찍었다. 이란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찍은 그의 사진을 선전 도구로 
썼다. 사진 속 눈물은 성스러운 애국, 죽음은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됐다. 
정부가 순교라는 이름으로 징집한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한 것이다. 당시 이란 지도자는 말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자가 전부 없

어질 때까지 전쟁을 벌여야 한다.” 전쟁이 숭고하다 하는 신이 정말 신인

가? 사데지는 참회한다. 그리고 영웅이라 칭송받은 사진 속 인물들의 현

재를 찾아 나선다. 그는 독백한다. “모든 전쟁은 똑같고 영웅은 없다.”

잠자는 아이가 사랑스럽다. 근심 따위 존재하지 않는 꿈속에서 푹 쉬는 예

쁜 얼굴. 이상하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 하루, 한 달, 1년을 잠만 잔다. 
도대체 왜 아이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는가. 일곱 살 다리아 가족은 자국에

서 도망쳐 스웨덴으로 왔다. 부모가 국가기관에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받

은 뒤였다. 어렵사리 스웨덴으로 건너왔으나 망명은 쉽지 않다. 다리아는 
울부짖었다. “추방당해 죽게 될 거야!” 그때부터다. 아이는 잠만 잤다. 차

디찬 얼음을 배에 올려도 혈압조차 변하지 않는다. 다리아는 근심 따위 존

재하지 않는 꿈속으로 자신을 유폐했다. 왜 잠만 자느냐고 아이에게 묻지 
말자. 왜 아이를 잠들게 했는지, 어른들이 대답해야 한다.

<비룽가>

<체념 증후군의 기록>

<스트롱거 댄 블렛>

<학살의 기억들>

콩고 내전 외세 개입에 이은 르완다 대학살의 여파로 난민이 대거 넘어오
자 1996년 후투족 출신 정권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이를 기화로 
2차 내전, 이투리 분쟁 등이 이어져 콩고를 전쟁의 땅으로 만들었다.

킬링 필드 1970년대 중반, 폴 포트가 이끄는 급진적인 캄보디아 정권 크메
르루주가 양민 200만 명을 학살했다. 국민을 개조하겠다며 벌인 만행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200만 명은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이란과 이라크에 번
지자 1980년 양국은 전쟁을 시작했다. 영토 분쟁과 석유 지배권 등이 얽힌 
전쟁은 소모전을 거듭하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채 1988년 끝났다.

체념 증후군 전쟁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 중 일부는 깊은 잠에 빠진
다. 지독한 공포를 느끼는 아이는 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2003
년 첫 사례가 보고되었고, 현재 수백 명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2014년  ┃  감독 올란도 폰아인지델  ┃   넷플릭스 2017년  ┃  감독 마리암 에브라히미  ┃   D-BOX

 
 

프로모션

젊음을 붙잡는 치료, 
줄기세포 활용 프리쥬비네이션
좋은 체력과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에 신경을 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

람이 많다. 과거 건강관리는 주로 중 ·장년층이 하는 것으로 여겼지

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20·30대도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항노화 의학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그동안에

는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 등에 행하는 ‘리쥬비네이션(재생 ·회

춘술)’이 대세였다. 여기에 더해 요즘에는 ‘프리쥬비네이션(예방 목

적 재생술)’이 떠오르는 추세다.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 연

구를 통해 의학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

은 프리쥬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조 원장

은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를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해 결과적

으로 젊고 건강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줄기세포 치료

프리쥬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받는 요소가 줄기세포다. 이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로, 세포 재건에 영향을 미친

다. 난치병 치료 연구에 널리 쓰이며, 최근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다수 나왔다.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노

화된 몸을 개선하는 데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Cell)’ 

프로그램이 유효하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하면 재

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

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 기능을 건강하게 증진·개선하는 ‘성셀(性

Cell)’,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주름을 펴 주는 ‘미셀(美Cell)’, 두피에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

기에 속한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점을 미리 알고 

노화에 대비할 수도 있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병이나 노화가 진

행되고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가 나타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도록 케어하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한다”라며 “건

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

강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

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

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올해

까지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청담셀의원은 골수 ·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의료 기관 중 하나다. 효율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생명과학 의료 기기 회사 (주)베스테크와 지

방 줄기세포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레보메디의 트

라이셀 골수 줄기세포 교육 지정 병원으로도 선정됐다.



KTX의 세포, 근육, 관절을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부품 관리를 
담당하는 변한반 기술팀장, 박주원 차량관리원이다.

튼튼하고 건강한 열차 환경, 
우리가 만듭니다

성인이 된 인간의 몸은 근육 600여 개, 뼈 206개로 이루어진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주행하는 KTX는 한평생 몇 개의 부품으로 

가동될까? 무려 3만 5000여 개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가며 온

몸 구석구석에서 노화의 징후를 확인하듯, 열차 또한 수없이 주

행하며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고 손상을 입는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로 짧은 생을 살다 가는 우리와 달리, 열차는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철로를 달린다. 날마다 부품 곳곳을 꼼꼼하

게 살피고, 그 부품을 원활히 수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변한반 기술팀장(사진 오른쪽)과 박

주원 차량관리원처럼 말이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두 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변한반(이하 변) 행신역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열

차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입니다. 일상적인 정비부터 대수술에 가

까운 정비까지 모두 관할하는 곳이기에 다양하고 방대한 부품

을 취급하죠. 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EWMS)입니다. 정비에 필요한 물

품의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고, 인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

이죠. 우리가 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자산 관리 시스템(KOVIS)도 구축해 연동합니다. 저와 

박주원 차량관리원은 이를 통한 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열차 정비에 이처럼 많은 부품이 동원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주원(이하 박) 비유하자면, 이곳의 부품은 대형 마트에 진열된 

제품과 같아요.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고 출고하는 것이 EWMS

라면,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KOVIS와 비슷

하죠. 모든 물품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기본으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실천하며 관리합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

리야말로 곧 차량 장애 및 사고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속철도 차량 품질을 향상하는 데 

우리가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부품 관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두 분 뒤에 서 있는, 저 

거대한 시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변 우선 유지보수정비

팀에서 필요한 물품이 적힌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 부품관리팀

이 출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자동화 물류 창고

인데, 마침 출고하려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 둔 부품이 있네

요. 이건 KTX의 전기 제어를 위한 주전력 변환 장치 부품이에

요. 이렇게 출고된 물품은 다시 정비팀에 인도합니다. 박 이 창

고에서 관리 중인 예비 물품은 약 990억 원 규모, 1만 3700여 품

목에 달합니다. 저기 창고 위에 표시한 숫자 보이시죠? 1열부터  

4열까지는 경량 부품을 담는 선반이, 5열부터 10열까지는 중량 

부품을 담는 팔레트가 자리합니다. 열과 열 사이에는 해당 부품

의 고유 위치로 이동해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설치되

어 있습니다. 로봇이 입력 코드를 인식하고 작동하는 것이지요. 

유독 까다롭게 느껴지는 업무는 없나요? 이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요령은 무엇인가요? 박 언제, 어떤 물품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

나 많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계절의 흐름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

서 날마다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날씨와 물품 재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변 아마 부품관리팀 

식구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비슷한 요령으로 대처하리라 짐

작합니다. 저도 선로의 얼음이 비산하면서 객실 유리창 파손으

로 이어지기 쉬운 겨울과 냉방장치 부품 사용이 잦은 여름이면 

업무 난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변 저는 30년 전 철도청 공무원

으로 입사했습니다. 새내기 시절 철도 사고 조사를 시행하면서 

차량 부품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깨닫게 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지금껏 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제 경우 특별

한 계기는 없었어요. 19년 전, 전업주부로 살던 제게 “여성도 일

해야 한다”라며 독려해 주신 어머니 덕에 회사에 들어올 결심을 

했거든요. 우연히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소명처럼 받아들이

고 즐겁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품관리팀에 발령받곤 

댐퍼(철도 바퀴에 장착하는 완충기) 같은 무거운 물품을 거뜬히 

들고 싶어 체력을 다지려고 노력했죠. 131만여 제곱미터나 되는 

우리 정비단 부지를 매일 걸었을 정도로요.

부품관리팀의 팀워크가 참 좋아 보입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있나요? 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부품 관리 업무에 자부심

과 긍지를 갖고 지금처럼 함께 열차 안전을 책임집시다. 박 언제

가 될진 몰라도,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

기 나누면 좋겠네요. 직급은 잠시 뒤로하고요. 하하. 장소는 최

남단 철도역인 여수엑스포역 앞 음악분수가 좋겠어요. 

코레일 초대석 editor.강은주  photographer.신규철 74PAGE

1905년 용산역에서 출범한 용산공

작반이 오늘날 수도권철도차량정

비단의 시작이다. 현재 고양 행신

역에 위치한 정비단 부지 면적은 
약 131만 제곱미터(39만 8000여 
평). 작업자 대부분 정비단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일상적인 
정비를 진행하는 경정비동, 부품을 
완전히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 100
일 가까이 소요되는 중정비동, 정
비에 필요한 부품을 관리하는 자재

관리창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077076

B
O
O
K

E
X
HI
BI
T

인상주의 작품이 등장했을 당시 반응이 좋

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수많은 요

인이 인식의 변화를 낳았겠지만, 이에 기여

한 것 중 하나가 미술상 폴 뒤랑뤼엘의 마케

팅 전략이다. 그는 금테 액자에 작품을 넣어, 

고객이 멈칫할 때 굉장한 안목을 가지셨다

고 접근해 판매했다. 물론 그림의 가치를 알

아봤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그림 뒤의 역사

가 그림만큼 재미있다. 니시오카 후미히코 

지음 서수지 옮김 사람과나무사이 펴냄

울 일 많은 세상이다. 남극, 북극, 아마존이 

흘리는 눈물만으로도 지구가 울음바다일 

지경인데, 우크라이나도 울고 있다. 그림책

을 펴내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아 온 저자의 

일상은 지난 2월 24일 폭격 소리와 함께 무

너졌다. 아이 둘, 강아지 한 마리와 지하 피

란 생활을 하는 중 연필로 전쟁의 참혹함을 

그렸다. 지하에서 지상에, 전장에서 비전장

에 띄우는 존엄의 기록이다. 올가 그레벤니

크 지음 정소은 옮김 이야기장수 펴냄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깊이 체험하고 느끼

는 여행이 대세다. 청정 자연과 박물관의 도

시, 길마다 이야기가 흐르는 도시 영월은 짧

은 여행으로는 아쉬운 곳.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의 손을 대신한 젊

은 서예가 이정화, 밴드 이날치의 소리꾼 신

유진이 영월 한 달 살기를 하고 책을 냈다. 

전국 독립 서점, 영월군청에서 무료로 배포

한다. 제목은 ‘달빛 아래 쉼표 둘’이라는 뜻

이다. 이정화, 신유진 지음 영월군청 펴냄

〈부의 미술관〉 〈월하휴이〉〈전쟁일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대, 예술

과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환경 예술을 조명

한다. 저마다 방식으로 미디어 아트를 탐구

하는 권치규 ·박상화 ·정문열 ·허이나 작가

는 이번 전시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디지

털 매체로 표현했다. 스테인리스스틸을 쌓

아 나무를 형상화한 권치규의 ‘Universe’ 등 

5점이 자연과 디지털의 조화 가능성을 예

시한다. 기간 7월 10일까지 문의 043-201-

2650(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승택이 추구해 온  

 ‘비조각’ 작품 가운데 묶는 행위를 강조한 연

작을 선보인다. ‘묶기’는 1950년대부터 지

속해 온 작가만의 미술 언어다. 급변하는 한

국 사회를 거꾸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지

평을 열고자 한 예술 방법론인 것이다. 모듈 

형식 ‘오지’를 비롯해 노끈으로 묶어 역설을 

시각화한 입체 및 캔버스 작품에서 이승택

이 바라본 세상을 만난다. 기간 7월 3일까지 

문의 02-2287-3500(서울 갤러리현대)

 “자연에 귀 기울이고 시간을 담는다.” 정적 

이미지에 깊은 서정을 담는 영국의 사진작

가 마이클 케나가 풍경 사진 60여 점을 모아 

전시한다. 프랑스 니스 해변, 노르망디 바다,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촬

영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전쟁 몇 해 전

에 카메라로 담은 우크라이나 바다가 평온

하다. 우크라이나 사진은 판매 전액을 기부

할 예정이다. 기간 6월 21일~8월 7일 문의 

02-738-7776(서울 공근혜갤러리)

〈ARTIFICIAL NATURE〉 〈(Un)Bound(언)바운드〉 〈마이클 케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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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공연에서 ‘레베랑스’란 공연을 마친 

무용수가 관객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는 모

습을 일컫는 용어다. 오랜 시간 국립발레단 

수석 발레리나로 활약한 김주원이 데뷔 25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무대를 통해 레베랑

스를 보낸다. “춤이 곧 삶이 되어 삶이 끝나

는 순간까지 춤추리”라고 말했던 마흔다섯 

발레리나의 진심 어린 몸짓이 펼쳐진다.

기간 6월 9일~12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722-2723

가까운 미래, 멸망 직전에 처한 우리 세계는 

도시와 사막으로 양분된다. 어느 날 사막 한

가운데 호텔 하나가 홀연히 들어선다. 이름

은 오아시스. 사막 속에 있으나 도시를 닮은 

이 공간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있다. 길 잃은 

인류는 오아시스를 갈망하며 전쟁 같은 하

루하루를 보낸다. 제12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연극

이다. 기간 6월 3일~12일 장소 서울 세종문

화회관 문의 02-399-1000

강원도 대자연 속에서 2박 3일간 이어지는 

뮤직 페스티벌. 행사의 두 축은 음악과 캠핑

이다. 리드미컬한 휴식으로 관객과 뮤지션

이 행복하게 소통하는 것이 목표다. 하우스

와 테크노 음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무대

엔 이상순, DJ 코난, 라디오 레볼루션, 김C 

등 40여 팀의 뮤지션이 오른다. 일정과 숙박 

유형을 골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간 6월 10일~12일 장소 강원도 춘천 남산

면 백양리 493 일원 문의 070-4132-1149

〈레베랑스〉 〈오아시스〉 〈에어 하우스〉

가슴 먹먹해지는 다큐멘터리가 인생의 마

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치매 진단

을 받고 차츰 병이 악화되는 아내 연숙. 기

억은 사라지고, 말도 잊기 시작했으며, 음식

을 먹으면 씹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모든 걸 다 잊어도 아내가 유일하게 기억하

는 사람은 남편 규홍뿐이다. 하루를 온전히 

아내를 위해 보내는 규홍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만다. 생의 끝자락, 두 사람의 사랑이 

애달프다. 감독 심미희 출연 이연숙, 이규홍

프랑스 최고의 원예사 에브 베르네는 대를 

이어 장미 정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어느 

날 장미를 공산품 취급하는 사업가 라마르

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명성과 고객, 에브

의 정원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신입 원

예사를 뽑아 정원을 지키려 하지만, 경력 없

는 초짜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바쁘다. 

정원을 지키기 위한 에브와 초보 원예사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감독 피

에르 피노 출연 카트린 프로, 팟사 부야메드

전설적인 가수 윤시내가 고별 콘서트를 앞

두고 사라졌다. 20년간 이미테이션 가수 연

시내로 활동한 순이는 윤시내와 함께할 뻔

한 무대와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 좌절한

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 특종을 찾는 

유튜버 짱하는 라이브 방송 중 우연히 찍힌 

연시내 영상 조회 수가 오르자 인생 역전을 

꿈꾸며 엄마와 윤시내를 찾아 나선다. 제23

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 수상

작이다. 감독 김진화 출연 이주영, 오민애

〈그대라는 기억 연숙씨〉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윤시내가 사라졌다〉

Culture 공연 · 영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보물

Treasure of Korea

백제인의 산수화 
- 산수무늬벽돌

Baekje’s Landscape Paintings
– Tile With Landscape Design

1500년 전 백제 사람이 꿈꾼 이상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1937년 충남 부여군 외리의 백제 유적에서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긴 벽돌이 발견되었다. 그중에는 마치 산수화와 같이 풍경

을 유려하게 묘사한 벽돌도 있었다. 바로 산수무늬벽돌이다. 

산수 무늬 외에 용, 봉황 등 여덟 가지 무늬도 함께 나왔다. 산

수무늬벽돌은 온화하고 세련된 백제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

나는 유물이다. 중앙에는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둥글둥글한 

산이 자리하고, 가장자리에는 뾰쪽한 바위가 산과 대비를 이

룬다. 하늘에는 신령스러운 느낌의 구름이 떠가고, 봉우리에 

소나무 군락과 풀도 보인다. 산 중턱에는 건물 한 채가 들어

섰는데, 오른쪽 하단의 신선 같은 인물이 이 건물을 바라보

며 생각에 잠겨 있다. 신선들이 사는 도원향을 묘사한 듯하

다. 백제인의 감성이 물씬한 산수무늬벽돌은 서울 국립중앙

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백제실에서 만날 수 있다. 

What is the ideal world as imagined by the 
people of Baekje? In 1937, a set of eight tiles 
was excavated from a site in Oe-ri, Buyeo-gun, 
Chungcheongnam-do Province. Among them 
is a tile with an elegant landscape design. The 
mountains with their rounded peaks stand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harp-edged rocks. There 
are divine clouds floating in the sky, and each 
mountain peak is capped with a pine forest. A man 
who looks like a Taoist sage is gazing at the tile-
roofed house. The scene appears to be a depiction 
of the Peach Blossom Land. This tile is on display 
on the first floor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riter. 고영민(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02-2077-9000     www.museum.go.kr

079078 079

휘닉스 평창
캠핑 스타터를 위한 이색 패키지

롯데호텔 월드
새로워진 객실에서 휴식을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반려견이 마음껏 뛰노는 호텔

캠핑이 어려워 시도하지 못했다면 휘닉스 평창으로 가자. 호

텔에서 편하게 숙박하고 숲속 캠핑을 누리는 딜리셔스 BBQ 

패키지가 있다. 호텔 수페리어룸 1박과 포레스트 캠핑 BBQ

를 포함한 상품으로, 포레스트 파크에서 한우와 이베리코 돈

마호크로 구성한 BBQ 플래터, 감바스 알 아히요, 사이드 메

뉴 등에 보틀 와인을 곁들인다. 개별 텐트와 테이블도 갖춘 

데다 생맥주도 저렴하게 제공한다. 글램핑을 선호하는 이는 

포레스트 글램핑 패키지를 이용해도 좋다. 기간은 7월 14일

까지.  1577-0069    www.phoenixhnr.co.kr

서울 롯데호텔 월드가 1년 만에 저층부 리뉴얼을 마치고 색다

른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객실은 총 네 가지 

타입으로 244개다. 특히 캐릭터룸의 경우 지난해 뜨거운 반응

을 얻었던 브레드 이발소 객실에 이어 로티로리 객실, 카카오

프렌즈 객실을 추가해 고객을 맞는다. 장기 투숙객을 위해 빌

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 가전을 마련한 레

지덴셜 객실도 준비했다. 딜리버리 로봇 등 디지털 서비스까

지 도입해 호캉스가 한층 편리해졌다.

  02-419-7000    www.lottehotel.com/world-hotel

반려견과 함께 수영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한다. 펫 프렌

들리 호텔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가 반려견 전용 라운지와 

수영장을 오픈한다. 기저귀를 착용한 반려견은 오전 10시부

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반려견 전용 라운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전용 TV에서 

다양한 영상과 음악을 재생하고 포토 존도 조성해 추억을 남

기기 안성맞춤이다.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반려견 전용 루

프톱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051-743-0003    www.ymparade.kr

호텔  &  리조트  뉴스

Hotel &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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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
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
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
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6월 15일
입니다. 

독자  편지

Letters from Readers

제품 문의 1522-9158

생동하는 사람과 자연, 울산
울산 십리대숲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와 기차 여행을 다
녀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꽃을 좋아하시는 엄마와 태
화강 국가정원에서 꽃도 보고, 십리대숲도 걸을 생각입
니다. 이윤정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시간 기억 기록, 이민 
붓을 쓰지 않고도 회화 느낌을 구현하는 이민 작가님과 
그 작품 세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다른 작품
도 더 찾아보게 되네요. 또 한 분의 좋은 작가를 알게 되
어 기쁩니다. 전혜영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오매불망 기차 타기를 기다

리던 우리 집 다섯 살 공주

님이 할머니 댁에 가면서 첫 

기차를 타던 날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엉덩이가 들

썩들썩.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던 아이의 첫 탑승 소

감은 “엄마, 왜 기차에서 연

기가 안 나?”였답니다. 
여희원 서울시 성북구 숭일로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기차로 여행하면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토닉 세트(6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들어가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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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관광 전용 열차인 국악와인열차와 에코레일열차가 고객 곁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승차

권 발매 수량, 단체 여행 상품 운영 등을 일부 제한하던 것을 지난 4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데 따른 것이다. 국악와인열차는 국악과 

와인을 테마로 한 열차로, 이벤트 객실에서 와인 시음과 국악 공연 관람이 이루어진다. 열차는 서울, 영동, 김천을 여행하며 와이너리를 찾고 

전통 한옥 등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다.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에코레일열차는 자전거 20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거치대를 갖춘 전용 객차를 포

함한 열차로, 지역별 유명 자전거 코스를 향해 달린다. 6월에는 교육열차, 팔도장터열차 등도 운행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성과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

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향상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도 중소 협력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간담회 개최, 설문 조사 실시, 기업 혁신 활동 

지원 등 실질적 활동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철도

는 향후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구를 생각해 작은 부분부터 바꿔 나간다. KTX 특실 생수병

이 새로워졌다. 지난 4월, KTX 특실 생수병에서 비닐 상표 띠가 

사라졌다. 무라벨 생수병은 기존 비닐 상표 띠 대신 뚜껑에 제

품명과 수원지 등 제품 정보를 담았다. KTX 특실에 제공하는 

생수는 연간 600만 병. 상표 띠를 떼면 비닐 폐기물이 줄고 분

리배출도 쉬워 페트병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환경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관광 전용 열차 다시 출발

한국철도, 2021년 동반성장 평가 ‘우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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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가 중대 시민 재해, 중대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

했다. 지난 4월, 한국철도는 대전 사옥에서 중대 재해 예방 협

의회를 개최했다. 본사와 전국 지역 본부 현장 간 안전 보건 체

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우선

적 조치와 현장의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

국철도는 앞으로도 사장이 주재하는 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본

사와 현장 간 실질적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철도가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지원 단체와 손잡고 역 주

변 노숙인에게 환경 미화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년도 노

숙인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

하는 사업의 대상 역은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을 포함한 전국 

열두 개 역이다. 이 외에도 한국철도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

스에 아동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중대 재해 예방 활동 강화 취약 계층 희망 일자리 및 보금자리 지원

무라벨 페트병으로 변신한 KTX 특실 생수병

6

기차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코레일 철도박물관이 다시 방문객을 맞는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철도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장기간 휴관하다 지난 4월 11일부터 하루 300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해 왔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4월 말부터 전

면 재개관했다. 철도박물관은 한국 최대 규모의 철도 관련 박물관으로, 문화재청이 새로 지정한 네 건의 국가등록문화재 차량 등을 포함해 

1만 2600여 점의 철도 유물을 소장 중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일반 2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1000원이

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박물관 홈페이지(www.railroadmuseu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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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복무자 할인 승차권, 코레일톡으로 구입 가능

역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인 승차권 발급

병역 의무 복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 같은 소식이다. 이제는 휴가 

갈 때, 또는 부대 복귀 시 모바일 앱으로 할인 승차권을 간단히 발

권할 수 있다. 한국철도는 지난 5월부터 병역 의무 복무자 할인 승

차권을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복무

자가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때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이 전면 허용되면서 공무 수행에 필요한 후급 승차권도 코레일톡

으로 발권이 가능해졌다. 또 병장 이하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소방 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의무소방원

까지 운임 혜택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철도는 나라에 헌

신하는 병역 의무 복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열차 이용 편의

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LL THAT KORAIL SERVICE

휴가 갈 때 스마트폰에서
할인받고 기차 타자!

#코레일톡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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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4월 9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진주행 KTX 285 열차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8호차에 탑승해 가던 중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면서 콘센트에 꽂아 둔 제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케이스 뚜껑

이 열려 이어폰도 같이 떨어졌고, 결국 한 쪽을 찾지 못해 해당 객차에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말씀드렸습니

다. 동대구역에 하차할 때까지 찾지 못했지만, 앞자리 승객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어폰을 찾아봐 주셔서 정

말 감사했습니다. 하차하고 1시간 후, 의자를 돌리고 커버도 떼어 확인했지만 찾지 못해 죄송하다며 열차

팀장님과 승무원 두 분께서 각각 문자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날 상견례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너

무 죄송하더라고요. 끝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정표 열차팀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친절 민원을 올려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어

야 할 열차 이용이 작은 일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승무원에게 그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철도 열차 승무원은 고객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철도를 계속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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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로가 놓인 한국의 고개 가운데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다. 봄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다양한 야생화가 풍성하게 피어

나 눈이 즐겁다. 겨울에는 환상적인 설경이 펼쳐진다. 이른 아

침에 밀려드는 안개가 연출하는 몽환적 풍경이 장관이다. 높

은 고개를 자동차로 오를 수 있어 편하게 자연을 만끽한다.

신라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때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는 한국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다. 적멸보궁은 부처의 진신 사

리를 모신 법당을 뜻한다. 고요히 서 있는 수마노탑은 고즈넉

하고, 주변의 향나무는 수려함을 뽐낸다. 산 위에서부터 경내

로 이어지는 계곡물 소리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강원도 백두대간의 생기를 정선에서 느낀다. 한국철도 충북권 여행센터는 무궁화호와 전용 버스를 결합한 상품을 선보인다. 여행자가 트

레킹 코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여행하고, 정선의 유려한 산세와 골짜기를 따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강원 네이처로드 상품도 갖췄다. 주말과 

정선아리랑시장 장날에 운행하는 정선아리랑열차(A-트레인)도 재개해 더욱 알차게 여행한다. 장날이 아니면 아리힐스 방문이나 동강 드

라이브로 대체할 수 있다.

A-트레인 장날 코스

A-트레인 비장날 코스

정선역

12:00

정선역

12:00

정선역

18:00

정선역

18:00

정선아리랑시장

12:10~13:30

정선아리랑시장

12:10~13:50

화암동굴 ·소금강길
16:00~17:30

나전역

17:00~17:40

정선아리랑극 공연
아리랑센터

13:45~15:30

구절리역 레일바이크 
아우라지역 어름치플레이스

14:30~16:50

폐광이 예술을 만났다. 1964년부터 38년 동안 제 역할을 한 탄

광 시설이 문화 예술 단지로 거듭났다. 150개국에서 수집한 예

술품이 10만 점 넘고, 탄광 현장과 기계, 광부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 폐광 현장을 재활용한 공간 등이 흥미진진하다. 분위기

가 독특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했다.

과거 금을 캐던 중 발견한 종유굴과 금광 갱도로 이루어진 동

굴이다. 총길이 1803미터로, 동굴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냉기

가 더위를 잊게 한다. 천장과 바닥에서 난 종유석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굴 생태 관찰은 물론 금광맥 발견, 금 채

취, 제련 과정 등을 재현한 시설도 흥미롭다.  

만항재

정암사

삼탄아트마인

화암동굴

전통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강원도 정선 여행

문의 043-642-8622(한국철도 충북권 여행센터)

정선의 뿌리까지 맛보며 제대로 여행하고 싶은 이에게 첫 목적지로 정선아리랑시장을 추천한다. 1966년 2월 처음 문을 연 시장은 50년이 

넘은 지금도 정과 활기가 넘친다. 산에서 채취한 각종 나물과 약초, 농가에서 재배한 버섯 등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한다. 정선 하

면 떠오르는 곤드레나물밥과 메밀국수, 콧등치기국수 같은 토속적인 먹거리도 별미다. 공연과 행사도 다채롭다. 정선아리랑, 떡메 치기 등 

여러 행사는 정선아리랑시장의 즐길 거리로 꼽힌다. 장날에는 정선만의 매력을 흠뻑 머금은 정선아리랑극이 열린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제작한 뮤지컬이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정선아리랑시장, 정선아리랑극

정선군 열차 연계 상품



AMENITIES 

OPTIONAL SERVICE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마일리지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 플랫카드 구매처 CU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iOS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스티커 구매 → 부착 후 사용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편의 시설

부가 서비스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KTX 특송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운행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8시 30분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버스정류장
	 (인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공항)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1120mm
KTX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CU레일플러스카드대중교통안심카드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930mm

KTX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15% 40% 70%

Fri–Sun, holiday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PASSENGER GUIDE열차 이용 안내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승차권 반환 Ticket Refund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승차권 
자동 발매기

Ticket Vending 
Machin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KORAIL Talk 
Mobile App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NAVER·KAKAO T 
Mobile App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승차권 구입 Ticket Booking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OR

승차권 분실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change of lost tickets，change of reissued tickets，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OR

Ticket Loss



in emergency use hammer to 
break window.

비상 탈출시 망치로 
유리를 깨십시오.

1.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가

경보 Alarm 경보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    |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상황 비상 탈출EMERGENCY PROCEDURES EMERGENCY ESCAPE ROUTE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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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Epilogue

후기는 오랜만입니다

1. 대구 달성습지에서 말 그대로 압도되었다. 

거대한 자연이 생각과 감정 전체를 사로잡아 

눌러 꼼짝 못 하게 했다. 야생의 신비로운 풍

경. 생명력 가득한 습지는 700여 종 동식물이 

제 역할을 해 완벽한 생태계를 이룬다. 생산

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이 경이로웠

다. 내가 신경 쓰는 균형이래야 소득과 지출 

정도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은 거의 전부 남의 손을 빌린다. 생산 없이 소

비만 하니, 지나간 자리에 이산화탄소와 쓰

레기만 남기는 인생이다. 한때 습지를 개발 

대상으로 여기고 ‘삽질’을 거듭한 인간이 뒤

늦게라도 복원을 말할 때 너그러이 대해 준 

자연에 감동한다. 그 감동에 습지처럼 잠겨 

취재하고 글을 썼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

다운 곳이지만, 얽힌 이야기를 알아야 순간

의 감정이 깊은 사랑으로 뿌리내리는 법. 일

정 전반을 챙겨 주신 (주)덱스코의 이혜민 대

리님, 유려한 설명을 들려주신 최미란 문화

해설사님, 10여 년 세월을 매일같이 습지에 

나와 가꾸고 지켜 오신 석윤복 선생님 덕분

에 습지를 배우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모

두 고맙습니다. 함께 지면을 만든 셈인데 바

이라인에 표기하지 못해 여기서라도 인사드

립니다. 2. ‘들어가는 글’을 김규보 기자에게 

맡겼어요. 편집장만 쓸 필요가 있나 해서요. 

앞으로도 한정된 지면을 유의미하게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나만의 ‘호동호로’ 운동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동네 이름에서는 

그 지역의 풍속과 역사가 들여다보인다. ‘핫

플’로 지목된 동네를 가리켜 ‘×리단길’이라 

퉁치는 게 영 내키지 않는 이유다. (고백하건

대 핫플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달에 ‘용리단길’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강

로동과 ‘망리단길’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망

원동 일대를 취재했다. 한강로동은 한강로 

1·2·3가와 용산동 3·5가를 통칭하는 행정동

이다. 한강로라는 이름은 한강에 놓은 최초

의 다리인 한강대교에서 왔다. 망원동은 망

원정에서 땄다. 세종대왕이 지금의 망원동에 

있는 효령대군의 별서를 찾았을 때, 마침 단

비가 내려 기쁘다는 의미로 희우정(喜雨亭)

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훗날 정자의 주인

이 바뀌면서 ‘경치를 멀리 내다본다’라는 뜻

의 망원정(望遠亭)으로 명칭도 변화했다. 이 

일대의 도로명인 희우정로는 세종대왕께서 

내린 이름인 셈이다. 말이 나왔으니, 이 지면

을 통해 나만의 ‘호동호로(呼洞呼路)’ 운동을 

펼치겠다는 소박한 포부를 밝혀 본다. 오늘

날의 국군재정관리단인 구 육군중앙경리단

이 위치한다는 데서 유래한 진짜배기 경리단

길을 빼곤, 전국의 ×리단길에 제 이름을 찾

아 주고 싶다.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곳은 

경주 황리단길이다. 황남빵과 황남리 고분군

을 자유연상하게 하는 황남동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잊힌 것 같아서다. 강은주

내겐 애틋한 도시라서

제게 공주는 애틋한 도시예요. 몇 년 거주한 

그 도시는 골목이 정감 넘쳐 걷기 좋고, 금강

이 유유히 흐르지요. 금강신관공원에서 자전

거를 빌려 달리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공

주 특산물 알밤은 또 얼마나 맛있는데요. 공

주 밤빵을 드셔 보셨나요? 갓 구운 따끈 달달

한 밤빵을 먹는 순간 느꼈죠. 아, 나는 이 도

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언가를 좋

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요. 하나하

나 나열하려면 분량이 넘칠 것 같으니 여기

까지만 적을게요. 휴! 몇 년 전 날이 화창한 가

을, 친구와 공산성에 올랐어요. 항상 금강 건

너 펼쳐진 성곽을 보기만 하다가 친구의 제

안으로 공산성으로 소풍을 떠났지요. 기대하

지 않고 간 공산성에서 친구와 숨이 찰 때까

지 웃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스러운 기억만 

있는 곳을 취재차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랜

만에 마주한 공산성은 역시나 아름다웠어요. 

여름이 스며든 모습들이 어찌나 청량하던지. 

가을에 봤던 모습과 다른 매력에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죠. 예쁜 풍경을 

보고 있자니 이곳을 함께 둘러봤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편집 후기’에 사진을 넣어도 괜

찮을지 물어본다는 핑계로 친구에게 연락했

답니다. 이 책이 나올 때면 친구와 수다를 떨

고 있겠네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사람과 언

제 들러도 좋은 공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

울 것 같습니다. 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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