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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 만물을 투명하게 비추는 여름날,

김천의 푸른 자연 속에서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해상스카이워크 위를 거닐고 다무포 하얀 마을에

머무르며 포항의 서정적인 풍경과 만났다. 

테마 여행
김천

038 056
기차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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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물소리생태숲에 가면 탐방로 한가운데 우뚝 선 노란색 문을 
맞닥뜨린다. 동화 속 주인공을 모험의 세계로 이끄는 출입구처럼, 호기
심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글 강은주  사진 신규철 

COVER STORY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
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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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발견 이 계절 이 여행

맛집 탐방

먼 나라 여행

코레일 초대석

위스키 인사이트

에디터 체험기

선조들의 피서법엔 더위를 애써

멀리하지 않는 지혜가 숨었다.

백제 왕이 그 옛날 조성했다는

부여 궁남지는 지금 연꽃 세상이다.

커피 향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지는

부산의 카페 세 곳을 찾았다.

베트남 호이안의 매력적인 은신처, 

호이아나 리조트 & 골프에 머물며 쉬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철도 주역,

필리핀지사팀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카치위스키의 진정한 시작,

더 글렌리벳이 오늘도 역사를 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지금,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전을 감상하며 인류가 가야 할 그곳을 보았다.

문화 여행

070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에디터 4명이 하천에서 실천했다.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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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쪽으로 드릴까요, 통로 쪽으로 드릴까요?” 참 오랜만에 당

면한 질문입니다. 저는 통로 쪽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만, 이번엔 달랐어요. 탑승 24시간 전에 칼같이 웹 체크인을 하

고 자리를 창 쪽으로 지정했죠. 날개와 엔진이 보이는 좌석이

었습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알람보다 먼저 눈이 뜨였습니

다. 공항철도를 타고 햇살이 내려앉은 영종대교를 달리는 기

분이 오묘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구조를 먼저 

기억해 낸 건 머리가 아니라 두 다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탑승 수속부터 셔틀 트레인을 타고 탑승동 이동까지 순

식간에 마쳤더군요. 탑승동에 닿았을 땐, 몇 곳을 제외하곤 면

세점 대부분 폐점 상태여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아무래도 엔

데믹은 여전히 반 발짝쯤 남아 있음을 실감합니다.

네, 드디어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려 갑니다. 그 덕분에 

<KTX매거진>도 발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7월호에

는 2년 만에 부활한 ‘먼 나라 여행’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팬데

믹 이후로 처음 보여 드리는 해외 여행기입니다. 여행지는 등

불의 도시, 베트남 호이안입니다. 호이안으로 휴가를 떠날 여

행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숙소, ‘호이아나 리조트&골프’에 머

물며 누린 충만한 휴식과 기쁨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계절의 한복판, 지면 내내 여름 풍경이 넘쳐 흐르는 7월호입니

다. 경북 김천 부항댐의 쾌청한 물빛, 충남 부여 궁남지의 연분

홍빛 미소, 경북 포항 다무포의 드라마틱한 표정, 부산의 바다 

전망 카페와 흐드러지는 커피 향미···. 여름날의 서정과 공감각

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 드립니다.

다시 이륙을 마친 비행기 안, 승무원이 묻습니다. “마실 것 드

릴까요?” 이 또한 얼마나 반가운 질문인지요. 화이트 와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물음입니다. “와인 

대신에 맥주는 어떠세요? 비아하노이가 있는데, 드셔 보실래

요?” 이런 제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에요. “네, 좋

아요.” 이 글도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긴긴 부가 의문문입니다. 

떠나 보실래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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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larcmoon

부산 가는 길에 만난 안동. 표지가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KTX매거진_6월호
#KTX매거진
#월영교
#여름이었다

@cecil_kimmm

기차에서 보는 <KTX매거진>은 여행 
꿀정보 가득! 역시 여름엔 바다다.

#KTX매거진 
#여름_여행
#벌써_시원
#바로_지금_동해안

@hummingme

이미 가 봤던 공주인데, <KTX매거진> 
읽으니 또 가고 싶다.

#기차_여행
#공주_여행
#수국축제
#KTX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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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기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 버렸

으니까 책임져.” 화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 <올림포스 가디언>의 그 

장면이 맞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르페우스가 가지고 다니며 연주

를 즐겼다. 하프와 비슷하게 생겨 미니 하프라고도 하는데, 하프처럼 

현을 손으로 뜯어 연주한다. 청명하고 여린 음색을 지녀 느린 노래와 

궁합이 좋다. 다양한 음을 연주하고 싶다면 16현 리라가 적당하다.

장난감처럼 보여도 어엿한 전자

악기다. 200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토이 쇼’에 처음 등장했다. 

미들 사이즈 기준 13개의 음역

으로 구성된다. 막대의 터치 패

드를 운지법에 맞춰 누르면서 소

리를 내고, 하단 머리 부분을 눌

러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데 그 

모습이 꼭 인형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웃음을 자아낸다. 특이

하고 재미난 전자음에 시선이 집

중되어 휴양지 슈퍼스타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리라오타마톤

휴양지에서 리듬 타
예쁘고 귀여운 데다 음색까지 좋은 이색 악기를 소개한다. 

크기도 작아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오르골같이 맑고 서정적인 음색을 지녀 트렌디한 취미 거리로 떠올랐

다. 양손에 쥐고 금속 건반을 손가락으로 튕겨 소리를 낸다. 튜닝 망치

로 건반의 길이를 조절해 플랫(♭), 샵(#)도 연주한다. 건반을 튕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연주법 덕분에 남녀노소 쉽게 익힐 수 있으니 겁내

지 말고 다뤄 보자. 금세 칼림바로 음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칼림바

 이 곡과 어울려요_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 OST 
 ‘바다가 보이는 마을’

   이 곡과 어울려요_이루마, 
 ‘리버 플로스 인 유(River Flows in You)’

타악기의 대명사, 드럼이 작아진 것일까. 말렛으로 두드리자 일반 드

럼과 달리 실로폰과 비슷한 영롱한 소리가 난다. 북면에 넣은 절개선

이 혀 모양과 비슷해 텅드럼이란 이름이 붙었다. 절개 면 위치에 따라 

나오는 음이 달라 다채로운 곡을 소화한다. 칼림바와 음색이 비슷하

지만 그보다 울림이 강해 소리가 깊고 부드럽다. 말렛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맨손 연주도 가능하니까.

스틸 텅드럼

   이 곡과 어울려요_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언더 더 시(Under the Sea)’

   이 곡과 어울려요_안예은, 
 ‘문어의 꿈’

자
료

 제
공

 뮤
지
션

 마
켓

,  사
운
드

 서
플
라
이

,  뮤
직
에
듀
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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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는 기본, 연꽃을 감상했으며 투호 놀이도 했다. 선조들의 피서법엔 더위를 애써 멀리하지 않는 지혜가 숨었다.

피서의 
지혜

1527년 7월 11일, 좌의정 정광필 등 대신들이 창경궁에서 창덕궁으로 돌

아가자고 간청하자 중종 임금은 대번에 거절한다. “창덕궁은 습하다. 창

경궁은 트였으므로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처서를 지나 한랭해

질 때 창덕궁으로 가겠다.” 그렇게 중종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옮

김’이라는 피서(避暑)의 의미를 성실히 실천했다. 승정원 같은 국가기관

이 멀어 불편하다는 신하와 더위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임금의 밀고 당

기기 현장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계가 더위를 식히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거

처를 옮긴 중종처럼 뭐라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은 1824년 

더위를 피하는 여덟 가지 방법 ‘소서팔사’를 읊었다. 그중 몇몇을 소개하

자면 ‘허각투호(虛閣投壺)’ ‘서지상하(西池賞荷)’ ‘동림청선(東林聽蟬)’. 

빈 누각에서 투호 놀이를 하고, 서쪽 못에 핀 연꽃을 감상하고, 동쪽 숲에

서 매미 소리를 듣는다. 그래 봤자 얼마나 시원해지겠느냐는 의구심은 

거두고 상상한다. 홀로 선 누각이 고요한데 연꽃은 아리따우며 매미 소

리 청량하다. 더위를 멀리한다기보다 더위 속에 파고들어 운치로 승화하

는 정신이 고상하다.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 불평하지 않겠다 결

심하는 기백, 즐길 줄 아는 격조가 멋스럽게 어우러진 피서법이다.

그래도 땀은 흐른다. 더위가 운치로 변모되길 기다리는 동안 더위 먹는 

경우야 비일비재했을 터. 선조들은 승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한 직관적

인 피서법도 개발했다. 기역 자도 모른다 하려거든 낫부터 놓아야 하듯, 

당최 더위가 무엇이냐 말하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다. 부채와 죽부인, 

모시나 삼베 옷을 비롯해 등나무 줄기를 엮어 적삼 밑에 착용하는 등등

거리와 등토시를 만들어 몸에 바람이 잘 닿도록 했다. 

도구로 통풍은 해결했고 다음은 물놀이. 음력 6월 보름은 ‘동류수두목욕

(東流水頭沐浴)’의 약자인 유두절이다. 신라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날 가

족과 함께 시내와 계곡을 찾아 온종일 몸을 담그고 과일을 나누어 먹었

다. 강에 들어가 헤엄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진탕 놀다 강가에서 매운

탕을 끓여 먹는 천렵(川獵) 역시 주로 서민이 행하던 물놀이였다. 첨벙 빠

져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양반은 발만 살짝 물에 넣는 탁족(濯

足)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을 땐? 아무도 없는 깊숙

한 산에 올라 상투를 풀고 옷을 모두 벗었다. 바람결에 목욕하는 풍즐거

풍(風櫛擧風)이라는 은밀한 풍속이었다.

가만히 앉아 리모컨만 누르면 더위가 식는 시대에 선조들의 피서법은 싱

겁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나가서 홀로 감상하거나 함께 뛰노는 동

안 옛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피서법은 아닐는지.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찾아 밖으로 나가 보

자. 홀로여서 좋고 함께여서 또 좋은 더위 속으로, 이토록 신나는 여름 속

으로 뛰어들어 보자. 



서핑 수도 양양의 서핑 전용 해변에서는 초보

자부터 중 ·상급자까지 서핑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칵테일, 샴페인에 피자, 수제 버거 등 
먹고 마실 거리도 마련해 밤낮 언제나 즐겁다.

양양Ｉ서피비치5

평생 별을 사랑한 천문학자를 기려 해발 1010
미터 광덕산 정상 인근에 세운 천문대다. 맨눈

으로 바라보는 밤하늘도 절경이지만 지름 1미

터 대형 망원경으로 감상하는 우주는 더욱 특

별하게 다가온다. 관람일에 관측 가능한 행성

과 별자리를 해설해 주어 알찬 시간을 보낸다.

화천Ｉ조경철  천문대6

바다와 정자의 만남. 이름의 ‘금(琴)’은 거문고

를 뜻한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신

령한 거문고 연주처럼 들린다 하여 영금정이

라 이름 붙였다. 밤에 거문고 같은 파도 소리와 
함께 별을 본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

속초Ｉ영금정4

동해의 사랑스러운 어촌 도째비골에 지난해  
해랑전망대가 들어섰다. 바다 위로 놓은 85미

터 길이의 산책로는 바닥 일부를 투명하게 처

리해 넘실대는 바다가 아찔하게 내려다보인다.

동해Ｉ도째비골  해랑전망대2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신동면 의암리에 
댐을 건설하면서 호수가 생겨났다. 의암호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 좋고, 물 위를 누비

는 카누도 인기가 높다. 전망대에서 낮에는 ‘물

멍’, 밤에는 ‘별멍’을 즐긴다.

춘천Ｉ의암호  호수전망대8

1946년 북한이 완공했다. 당시 철원이 북한 땅

이었기에 그들이 지은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어 내부는 파괴된 채 앞과 옆쪽 벽

만 남았다. 잔뜩 그을린 벽면에는 포탄과 총탄 
자국이 가득해 그날의 비극이 보인다. 상처 입

은 건물 주변으로 빽빽이 자란 자연이 어우러

져 독특한 감흥을 전한다.

철원Ｉ노동당사3

청정한 자연 속에서 액티비티를 체험한다. 조

양강이 급히 휘돌아 형성된 한반도 지형을 조

망하는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집와이어, 집코

스터, ATV, 글램핑 등 종류가 다양하다.

정선Ｉ아리힐스리조트9

콕콕 스탬프 여행 PAGEeditor.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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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바람의언덕, 평창 청옥산 육백마지기도 높고 청정하고 시원하

면서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명소다. 산 말고 바다 위에 뜬 별이라면 동

해 도째비골 해랑전망대, 속초 영금정, 양양 서피비치를 추천한다. 하늘 

들여다보는 데 최적화한 천문대도 여러 곳이다.

강원도관광재단은 강원도 ‘별천지’ 열여덟 곳을 정해 스타박스 챌린지

를 진행한다. ‘올댓스탬프’ 앱을 내려받은 다음 해당 여행지를 방문해 스

탬프 격인 별을 모으는 이에게 KTX 승차권과 커피 기프티콘 등을 선물

하는 이벤트다. 원주 강원감영은 2개, 태백 함백산은 7개, 이런 식으로 

여행지마다 별 개수가 다른데, 7개만 모아도 커피 한 잔이 무료. 물론 선

착순임을 기억해야 한다. 꼭 선물이 아니라도 괜찮다. 강원도 밤하늘의 

별은 무제한 감상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내 눈에 직접 

담고 싶어 여행을 떠난다. 밤에도 불 꺼지지 않는 도시의 일상에 지친 이

에겐 별 총총한 곳이 해상 케이블카나 출렁다리만큼 매력을 끄는 여행

지가 된다. 지금은 별 보기 좋은 계절. 넉넉히 잡아 4월부터 10월까지는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어 별 헤는 밤이 더욱 설렌다.

빛 공해 없는 대표 여행지 강원도는 곳곳이 은하수 관람 ‘1열’의 명당이

다. 낮에는 산과 바다, 계곡과 호수, 역사 유적을 누비고 밤에는 별빛으

로 샤워하는 여행이라니, 꿈만 같다. 해발 1100미터 고지대에 널찍하게 

펼쳐진 강릉 안반데기는 별 관찰하고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 우선 꼽

는 장소다. 누군가가 땀 흘려 채소를 키우는 숭고한 땅을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과 달이 내려다보며 지킨다. 역시 고랭지 채소 재배지인 태백 

강원도 이름을 낳은 원주에 조선 시대 관찰사

가 집무하던 감영이 보존돼 있다. 1395년 처음 
설치해 1895년까지 조선의 역사와 함께했다. 
중심 건물인 선화당은 여전히 위풍당당하다.

원주Ｉ강원감영1

정선과 태백에 걸친 큰 산은 일대의 태백산, 일

월산, 백운산, 가리왕산 등 또 다른 큰 산을 조

망하는 명소이기도 하다. 해발 1573미터에 주

변마저 첩첩이니 그만큼 자연이 깊고 하늘은 
가깝다. 주목과 야생화가 군락을 이룬 정상은 
그대로 액자에 끼워 간직하고 싶은 풍경이다.

정선·태백Ｉ함백산7

1 7

4

2 8

5

3 9

6

별을 내 ‘박스’에
은하수 관람 ‘1열’ 강원도에서 별을 보고 별 도장도 찍어 보자. ‘스타박스’를 채우면 선물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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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생활자를 위한 여행 가방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기록하게 해 줄 여덟 가지 물건을 모았다.

생활의 지혜 PAGEeditor.강은주

음악과 함께 달리는 기분 음질 왜곡을 최소화한 스포츠 특
화형 고음질 무선 이어폰이다. 소음 방해 없이 몰입감을 
높이는 ‘포커스’, 안전을 위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어웨
어’ 등 두 가지 맞춤형 이퀄라이저를 제공한다.   

 젠하이저 ko-kr.sennheiser.com

이런 여행지라면 울산 영남알프스의 눈부신 풍광을 온몸
으로 마주하며 리드미컬한 트레일 러닝을 즐긴다.

왕좌의 캠핑 국립중앙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 기증 유물 중 대표작인 ‘십장생도 10
폭 병풍’을 현대적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캠핑 
의자. 유물에 담긴 의미처럼, 건강하고 안전
한 야외 생활을 기원한다.   

 뮤지엄샵 museumshop.or.kr

이런 여행지라면 충남 금산 적벽처럼, 음영
과 질감이 아름다운 절벽 앞에 자리 잡고 앉아 
‘돌멍’ 시간을 누린다.

내 여행이 곧 로드 무비 여느 액션 캠과 달리 배터리, 본체, 퀵 
스왑 렌즈의 세 모듈로 구성된다. 촬영 상황에 따라 렌즈를 
교체할 수 있어 다채롭게 활용하기 좋다. 이전 제품보다 흔
들림 보정, 음향 녹음 등 기능이 한층 진화했다.   

 인스타360 store.insta360.com

이런 여행지라면 자전거 여행을 기록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에서 출발해 선유도까지 달린다.

슬기로운 수중 생활 수심과 수온, 다이빙 시간, 상승 ·하강 속도, 가스 혼합율 등 다양
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호흡 ·무감압 한계 시간을 연장해 주는 재호흡
기(CCR) 모드가 인상적인 워치형 다이브 컴퓨터다.  가민코리아 garmin.co.kr

이런 여행지라면 강원도 강릉 사근진해변에 가서 다이버들의 새로운 성지, 해중공
원 물속 산책을 시도한다.

정주행하기 좋은 밤 FHD 화면을 구현하고 2.1 채
널 스피커를 내장한, 작지만 강한 휴대용 프로젝
터다. 고탄성 재질을 사용하고 높은 방진 ·방수 등
급을 갖춰 야외에서 사용해도 부담이 없다. 완충 
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작동한다.   

 벤큐코리아 benq.com

이런 여행지라면 가평, 포천 등 경기도 북부의 깊
은 숲속에 위치한 캠핑장. 짙은 어둠 속에서 나만
의 영화관을 만끽한다.

이토록 자유로운 바람 360도로 회전하며 풍향을 제
어하는 충전식 선풍기다. 한 번만 충전해도 최대 16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구비해 
어떤 형태의 야외 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한다.  

 밀워키 milwaukeetool.co.kr

이런 여행지라면 서울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다. 나선 김에 수상 레포츠에 도전하고, 젖은 옷을 보
송하게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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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TW

item

08
십장생도

휴대용 의자

포터블 미니 빔

밀워키 선풍기 M12

프로젝터 GS50

item

03
다이브 컴퓨터

디센트 GI

item

06
원 RS

이제 나도 브이로거 찍는 이 없이도, 자연스러
운 스냅사진을 자동 촬영하는 신개념 AI 카메라
다. 촬영 빈도, 탐색 범위, 영상 화질 등을 사용
자 취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최대 5시간 촬
영 가능하다.  캐논코리아 kr.canon

이런 여행지라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 어디든. 여행 브이로그로 남겨 오래
도록 추억한다.

item

07
파워샷 픽

내 주머니 속 드론 249그램. 휴대성을 극대화한 
초경량 접이식 미니 드론으로, 드론 주행 자격증
이 없어도 비행할 수 있어 초보에게도 추천한다. 
DJI O3 동영상 전송 시스템을 탑재해 FHD 동영
상을 쉽고 빠르게 전송한다.  DJI dji.com

이런 여행지라면 제주. 바다든 오름이든, 어디서 
띄우든 그림이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저공비행
해 서핑 장면을 담는다.

item

01
미니 3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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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백남준이 탄생 90주년을 맞는다.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을 창조했다.

단 하나의 이름, 백남준 

백남준은 기존 질서를 넘어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예술을 기획했

다. 공연 도중 객석에 뛰어들어 관람객의 넥타이를 자르는 퍼포먼스, 

상류층 예술을 상징하는 피아노를 부수는 퍼포먼스 등을 펼쳐 충격을 

주었다. 점잖게 앉아 순응하라 강요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놀게 

하고 서로 속내를 꺼내게 할까 궁리하던 그의 시야에 텔레비전이 들어

왔다. 독일을 떠나 1964년 자리 잡은 미국에는 바야흐로 텔레비전 시

대가 열리고 있었다. 한 방송국이 송출한 프로그램을 수만, 수십만이 

동시에 시청했다. 그는 축제와 소통을 위해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이

용하기로 했다. 전자공학 책을 공부하고 기술자를 만나 배웠다. 비싼 

텔레비전값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으나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예

술을 개척하는 일은 외로운 이상으로 즐거워 그는 언제나 따뜻한 웃

음과 재치를 잃지 않았다. 마침내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그날에 그는 최초 전 세계 인공위성 생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내놓는다. 차갑고 무섭다던 기술로 우리는 이렇게 소통하고, 잘 놀고 

있다고. 세계가 그의 기획에 열광하고 스케일에 놀랐다.

2006년 사망하기까지 백남준은 음악과 미술, 몸과 악기, 사람과 기계, 

예술과 과학,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세상을 축제장으로 만들었

다. 그의 예언처럼 미디어 아트는 어엿한 예술 장르가 되었고, 사람들

은 이것으로 경계를 허물고 서로 어우러지며 예술을 향유한다. 기술

은 차갑지 않다. 따뜻한 사람이 만들고 만지고 누리는 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정체 모를 제목이 붙은 전시장. 

텔레비전 열세 대가 아무렇게나 놓였고, 브라운관에서는 방송 사고가 

난 듯 기괴한 화면이 나왔다. 어느 텔레비전 앞에는 마이크를 두어 관

람객이 말할 때 영상이 반응했고, 다른 텔레비전은 자석을 가져다 놓

아 관람객이 자석을 옮기면 화면이 변화했다. 이것은 텔레비전인가? 

‘음악의 전시’라는 제목답게 피아노도 네 대 설치했다. 속옷, 전구, 깡

통, 괘종시계를 붙인 피아노는 관람객 누구나 만지고 칠 수 있었다. 이

것은 피아노인가? 무엇보다, 이것은 전시인가?

이전의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의 역할이 분명했다. 작가는 제작하고, 

연주자는 들려주고, 관객은 감상한다. 1963년 3월 독일의 소도시 부

퍼탈에서 열린 전시는 이 경계를 무너뜨렸다. 텔레비전이 예술의 도

구가 되었고, 관객이 작품에 참여했으며, 전시 리플릿 또한 매끈한 종

이가 아닌 경향신문에 찍었다. 4 ·19혁명 이후 복간한 1960년 4월과 

1961년 3월 신문이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새롭다고 말하기도 어

려운, 그냥 전체가 완전히 신선한 시도. 야심만만한 서른둘 청년 예술

가 백남준의 첫 개인전은 세계 최초 비디오 전시로 역사에 남았다.

세계를 유목한, 세계 시민으로서 예술가 백남준은 1932년 7월 20일 서

울의 부유한 집안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사업을 이어받기 원

하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그가 일찌감치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술이었

다. 일본 도쿄대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하고 현대 음악가 쇤베르크를 주

제로 졸업논문을 쓴 뒤 독일 유학을 떠난다. 마냥 아름다운 고전음악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왜 정해진 음으로만 음악을 해야 하는가? 피

아노 두 대를 일부러 음이 어긋나게 조율해 음과 음 사이, 기존에 없던 

음을 찾았다. 질서, 규칙은 지배 계층의 논리다. 그 극단적 예가 세계대

전이다. 지배층이 고상한 음악을 듣고 박수 친 손으로 전쟁 서류에 사

인해, 콘서트홀은 구경도 잘 못 가 본 이들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PAGE인물 탐구 editor.김현정

특별전 <바로크 백남준 Baroque Nam June Paik> 
백남준아트센터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연다. 백남준의 대형 
미디어 작업을 통해 그의 예술적 도전이 선사하는 무한한 즐거움을 보여 주는 
전시다. 레이저를 사용한 대표작 ‘삼원소’(1999),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설
치했던 대규모 프로젝션 작품 ‘시스틴 성당’(1993,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등을 
공개한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문의 031-201-8500

ⓒ 마크 패츠팰, <Chicken II 02>에 사인하는 백남준, 1987, 종이에 
      흑백 프린트, 19×25cm, 백남준아트센터 마크 패츠팰 아카이브 컬렉션

ⓒ 백남준, <삼원소>, 1999, 조각, 설치, 레이저, 325×375×122cm(삼각형),

    287×234×122cm(원형), 309×246×122cm(사각형)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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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사라질 때까지 줍깅
곱디고운 하천에 쓰레기가 무슨 말일까. 걸으며 쓰레기를 주워 담는 줍깅을 에디터 4명이 실천했다. 물처럼 곱디고운 순간이었다.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 가득해졌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산재한 쓰레기를 하나하나 허리 굽혀 줍느라 척추가 마모되는 느낌이었다. 이 만만치 

않은 일을 기꺼이, 수월히 해낸 줍깅 선배들에게 심심한 존경을 보낸다. 실은 고통만큼 

보람도 크다. 쓰레기를 두르고 하천을 휘젓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이 “아이고, 참 착하

구먼” 하며 칭찬하신 데다, 내 고장의 여름 풍경을 이렇게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

으니 말이다. 대보천, 굴포천 그리고 아라마리나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이 계절에 더 근

사해진다(길 중턱에 대형 와인 판매점이 있다는 사실은 산책을 더욱더 즐겁게 한다). 굴

포천에 펼쳐진 황금빛 금계국 군락이 부디 오래도록 건강히 피고 지기를 바라며 대보

천 줍깅을 정례화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줍깅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낯설어서 어리둥절해질 때 조언을 얻고자 ‘집 안에서 

온갖 물건 쓸고 다니기 전문가’ 여섯 살배기 아들과 지난달에 이어 동행했다. 올림픽공

원 체조경기장을 기점 삼아 성내천 인공폭포광장에 이르는 천변을 걸었다. 성내천은 맑

고 아름다웠다. 근데 이제 쓰레기를 곁들인. 가볍게 산책하자면 보이지 않겠지만, 줍자

고 작정하니 어찌나 잘 보이던지. 이걸 다 어떻게 주워야 하나 어리둥절해졌다. 아들이 

조언했다. “아이스크림 먹고 줍자.” 맞구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었어. 먹고(물론, 쓰레

기는 쓰레기통에) 성내천에 복귀해 아들과 격렬하게 쓸면서 나아갔다. 전문가 

아들은 물에서 건져 올리는 시범까지 보여 주었다. 그렇게 쓰레기가 성내천에

서 자취를 감췄다는 전설. 쓰레기야, 봤지? 우리 아들 무서우니까 나타나지 마!

은주의 정크아트
줍깅으로 평화를,

피스!

에디터 체험기 PAGEeditor.김규보

대보천 줍깅

성내천 줍깅

p l o g g i n g

은주의

규보의

규보의 정크아트
우리의 지구,

줍깅으로 지키겠다!

줍깅 
힙스터다운
내 뒤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환경 지킴이 

모드 발동



용기가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줍깅에 도전하는 날. 걷기 편한 옷차림을 하고 현정 선배

에게 빌린 장갑을 낀 뒤, 집에 굴러다니던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 중

랑천 장미공원에서 며칠 전 장미 축제가 열렸단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가 많을 거라 예

상했다. 삐빅~ 쓰레기 레이더 가동. 유심히 관찰하며 걷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보

다 쓰레기가 많지 않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발견한 현수막. “장

미랑! 달려랑! 주워랑!” 아하, 그렇구낭. 장미 축제에서 이미 한 차례 줍깅을 진행한 후

였다. 그래도 쓰레기는 있다. 쓰레기봉투를 반쯤 채우고 줍깅을 마쳤다. 아쉬운 건  

물속 쓰레기를 주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쓰레기 옆을 헤엄치는 물고기에

게 미안함이 밀려들었다. 물고기야, 인간이 미안하다!

신구로유수지 근처 서울과 광명 경계에서 출발해 한강 합수부까지 안양천을 8킬로미

터 정도 걸은 적이 있다. 다양한 풍경을 지닌 안양천 자체도 좋고, 서로 다른 긴 여정을 

달려온 물이 만나는 장면은 가슴이 찡했다. 그 구간을 줍깅하기로 했다. 목적이 달라지

니 이전에 산책할 땐 보이지 않던 구석구석 쓰레기가 눈에 띈다. 과자 봉지, 페트병, 마

스크, 담배꽁초 정도는 예상했으나 신용카드, 반려동물 배변 패드, 우산 손잡이, 심지어 

쓰다 만 이력서는 뭐죠? 1킬로미터도 못 가서 10리터 봉투가 꽉 찼다. 주운 것 중 비닐

봉지를 ‘재활용’, 이 역시 한 시간 만에 채웠다. 더는 쓰레기 담을 데가 없어 줍깅을 마쳤

다. 평상시 한 시간에 5킬로미터를 걷는 내가 두 시간 동안 겨우 3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시속 1.5킬로미터, 이날 지구를 사랑하는 내 속도였다.

혜림의 정크아트
지구를 파괴하는 쓰레기,

이제는 멈춰! ‘No!’

중랑천 줍깅

안양천 줍깅

혜림의

현정의

현정의 정크아트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은하 모양… 맞지요? 2시간 만에

봉투 2개 ‘완충’

줍깅할 때
힙한 아이템,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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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산호를 의미하는 ‘코랄’에 천국을 

뜻하는 하와이어 ‘라니’를 더했다. 이름에 

이미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곳은 짐작

을 가뿐히 뛰어넘는 바다 풍경을 선사한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드넓은 송정 

바다가 가슴 벅차게 날아드는 것이다. 이리 

빼어난 풍경을 루프톱과 테라스에서만 누

려서야 될 일인가. 계단과 모퉁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실내 공간이 수평선을 향하는 구

조 덕분에 앉은 자리마다 그대로 명당이다. 

분위기에 곁들이는 메뉴도 주옥같다. 과테

말라 농장과 직거래하는 공정 무역 커피 아

메리카노 다크, 에티오피아 고급 커피인 예

가체프 아리차에서도 G1등급을 쓰는 아메

리카노 아로나의 달곰하고 화사한 향에 바

다 내음은 더욱 짙어진다. 여름이니만

큼 코랄 에이드와 라니 에이드를 들고 

테라스에 나가 보는 것도 좋다. 청량감

이 파도치는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고, 

바다색을 투영하는 맑디맑은 에이드는 

감상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하다. 메뉴

가 다 훌륭한 가운데, 아인슈페너에 핑

크 솔트를 얹은 솔티코랄은 시그너처 

메뉴다운 품격을 보여 준다. 처음은 짭

조름하고 곧이어 부드러운 크림 맛이 

올라오며, 끝으로 농익은 커피 향기가 

입안을 덮는 과정이 자분자분 우아하

게 펼쳐진다. 그러는 동안에도 카페엔 

산호 천국을 닮은 바다가 가슴 벅차게 

날아들고 있다. 

아름다운 

산호 천국에서 

커피 한잔

맛집 탐방 부산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1코랄라니

   아메리카노 다크 6000원
  솔티코랄 8000원
  코랄 에이드 8800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32
 ＠cafecoralani

커피도시 부산
전포카페거리를 비롯한 도심 카페의 트렌디한 분위기, 오션 뷰 카페의 장관이 마음을 사로잡는 부산은 커피 향 가득한 도시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로스터리가 있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도 배출한 부산이 ‘커피도시 부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하며 테마 BI 개발, 
굿즈 제작, 홍보 영상 기획 등으로 부산 커피를 보다 널리 알릴 예정이다. 부산 여행의 즐거움, 커피 향기가 나날이 그윽해지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
행이 더 즐거워지는 과학 체험의 장으로 
2015년에 개관하고 1년 반 만에 관람객 
1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선박 모양 외관부터 볼거리인 과학관엔 
자동차, 항공, 우주를 주제로 한 상설 전
시와 어린이과학관, 새싹누리관, 천체투
영관, 꿈나래동산 등 남녀노소 참여하는 
시설이 가득하다.

인근 추천 여행지

깊은 커피 향기와 바다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부산의 카페 세 곳을 찾았다.

바다
그리고 커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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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명장이 

내어놓은 

휴식의 시간

2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기장군이 기장8경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국립달음산자
연휴양림은 산과 바다를 전부 감상하기
에 맞춤이다. 바닷가 사찰인 해동용궁
사와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운 데다 해발 
588미터 달음산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꼽힌다. 우거진 숲을 여유로이 
산책하고 한 폭의 수채화인 양 언덕에 올
라선 숙소에서 편안하게 휴식한다.

인근 추천 여행지

‘명장’ 타이틀을 앞세운 제과점이 흔한 듯하지만, 국가 공인 제과 명장은 14명밖에 없

다. 2000년에 첫 명장이 탄생했으니 1년에 한 명 배출하기도 힘든 셈이다. 그만큼 실력

이 뛰어난 명장 중 하나가 저 유명한 ‘이흥용과자점’의 이흥용 명장. 1995년 부산 문현

동에서 시작해 부산 곳곳과 서울에 지점을 내며 이름을 떨친 그가 지난해 8월 카페를 

열었다. 아무렴 명장의 명성을 내건 첫 카페인데 되는대로 지었을까. 불과 몇 걸음만 걸

어도 눈앞에서 파도가 너울대는 기장군 칠암리 바닷가 경치와 아름다운 중정이 이곳

만의 정취를 완성한다. 고성호 건축가와 함께 공들여 설계해 둘러보기에도, 응시하기

에도 더없이 만족스러운 카페에서 따끈한 소금빵을 한 입 베어 문다. 4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의 고소한 맛이 프랑스 고메 버터가 자아내는 풍미와 기막히게 어우러진다. 칠

암리 바다 일곱 옻바위에서 영감을 얻은 칠암돌만주는 일곱 가지 견과류와 카페에서 

만든 수제 팥 앙금을 넣어 담백한 동시에 단 독특한 맛을 선보인다. 여기에 블랙스톤을 

한 모금 더하자 예기치 않은 감동이 밀려온다. 빵과 조화되도록 궁리해 직접 개발한 커

피 블랙스톤의 묵직한 느낌이 빵 깊숙이 촉촉하게 스민다. 재스민 녹차와 타이완 우롱

차를 블렌딩한 칠암밀크티는 얼마나 감미로운지. 과연 명장의 맛이다.

칠암사계

   소금빵(2개) 3600원
  칠암돌만주 2000원
  블랙스톤 5700원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1길 7-10
 ＠chilamsa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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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에 오픈했으나, ‘라이프커피앤티’ 직

원들은 아직 정식 오픈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보

여 주고픈 커피가 많아서, 대접하고 싶은 디저트

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매일 계획하고 계절마다 

다르게 내놓기 때문이다. 일단 커피. 독일의 세계

적 로스터리 ‘더반’에서 고르고 골라 공수한 원두

를 내린다. 옅은 산미를 애호하는 지역 특성을 고

려해 보디감이 초콜릿처럼 고운 르완다 기트웨 원

두, 마찬가지로 보디감이 곱되 바닐라 같은 맛이 

은은하게 밴 에티오피아 나노찰라 원두를 준비했

다.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는 이를 위해서는 브라

질 아구아림파를 가져왔다. 느리게 가라앉는 단맛 

속에서 과일 향미가 피어오르는 반전이 사랑스럽

다. 타이완 일월담 아살모 백차 등 10여 가지 차 메

뉴도 발품 팔아 엄선한 귀한 것들이다. 디저트 역

시 색다르다. 파티시에가 아닌 양식 요리사 출신 

우동원 셰프가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한 디저트는 

여름 시즌을 맞아 전면 리뉴얼했다. 여느 디저트

와 달리 당도를 낮추고 맛을 온전히 느끼도록 밸

런스를 잡아 가면서 초코무스, 치즈수플레케이크, 

애플크럼블을 만든다. 퓌레와 애플잼을 포함한 재

료를 다 손수 제조한다는 사실은 몰라도 괜찮다. 

해운대 바다가 바라보이는 루프톱에서 커피와 디

저트를 머금은 순간이 진정 뿌듯할 테니.

바다를 보며 

즐기는 커피와 

디저트 향연

부산커피쇼 부산 하면 커피, 커피 하면 부
산커피쇼. 올해로 12회를 맞은 ‘부산커피
쇼’가 6월 29일~7월 2일 부산 벡스코에
서 열린다. ‘When Coffee Meets You(커
피가 당신을 만날 때)’를 주제로 200개 회
사가 500여 개 부스에서 커피는 물론 차, 
주류, 베이커리, 디저트를 전시하고 시
음·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장애인바
리스타대회도 주목을 끈다.

인근 추천 여행지

3라이프커피앤티

   엘 오브라제 콜리브리 1만 3000원
  게뎁 첼첼레 1만 1000원
  일월담 아살모 백차 1만 5000원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167 
5·6층

 ＠lifecoff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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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우리 몸 전체 뼈의 4분의 1인 52개를 비롯해 관절 60개, 인대 214개, 근육 

38개와 수많은 혈관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을 신거나 심한 자극이 가해지면 발이 변형되기 십상이다. 나아가 균형이 
무너진 발은 신체 밸런스까지 무너뜨린다. 건강한 발이야말로 건강한 신체의 
기본 조건인 셈이다. 이렇게 소중한 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다.

슈마이스터가 제작한 최고의 신발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은 신체 골격과 걷는 자세에 따라 발에 도달

하는 하중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에게 꼭 맞는 깔창을 
선별하는 맞춤 인솔을 통해 발 변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걸을 때 충격

을 골고루 분산해 신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맞춤 인솔 분야에서 가장 주

목받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후유증으

로 발 기형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이슈가 
되었다. 이에 195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슈마이스터를 육성했는데, 슈마이

스터가 되려면 발 뼈와 인대, 근육을 포괄하는 의학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최소 10년간 현장을 경험하고 신발 제작 및 인솔 수련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또 개인별 발 형태를 측정하고 보행 습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일

대일 맞춤 정형 신발 및 오소틱 인솔을 제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뼈나 관

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다. 이런 훈련을 마치고 엄격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정식 
슈마이스터가 되는 것이다. 현재도 한 해에 고작 35명 내외만 배출될 만큼 철

저한 교육과 관리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슈마이스터, 
편한 발로 
삶의 질을 높이다
독일 슈마이스터의 한국 최초 브랜드 
워킹온더클라우드&슈마이스터라운지를 
소개한다. 개인별 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맞춤 인솔을 통해 신체 밸런스를 잡아 준다.

프로모션

워킹온더클라우드 압구정점 | 워킹온더클라우드 노원점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529 문의 02-938-7885 | 워킹온더클라우드 수원점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
조로 714 문의 031-255-3879 | 워킹온더클라우드 광주점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로 76 문의 062-654-9220 | 워킹온더클라우드 부산점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문의 051-518-9220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 가버&슈마이스터라운지 문의 02-3479-1864 |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 가버&슈마이스터라운지 문의 02-2143-7363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솔 맞춤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맞춤 인솔 시스템 100퍼센트 재현

워킹온더클라우드&슈마이스터라운지에서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부자재로 인솔과 정형 신발을 제작한다. 그 가운데 서울 압

구정 매장은 독일 정부가 인증한 슈마이스터와 상담하고, 독일 정

품 기기로 정밀 측정하며, 모든 부자재를 직수입해 사용한다. 슈마

이스터는 발 높낮이, 발볼 넓이, 발등 둘레, 족압 분포와 연령, 직업, 
특정 병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솔을 처방한다. 담당 슈마

이스터 뵈메 마틴은 “인솔을 맞출 때는 일상용, 스포츠용, 환자용 등 
용도를 정해야 한다”라며 “골프용 인솔의 경우 오래 걷는 운동이니

만큼 쿠션감이 뛰어난 것보다 걸을 때 추진력을 돕는 높은 탄성도

와 통풍 기능을 갖춘 소재가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걸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고, 평

발 진행형인 사람은 지나치게 오래 걸을 경우 결국 평발로 변하는 
등 발 변형을 방치하면 발목 ·무릎 ·골반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발은 대부분 변형됐기 때문에 
맞춤 인솔을 사용해 발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염용 인솔은 신발과 밑창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발바닥

과 발 아치에 딱 맞게 설계한다. 이 외에도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부

위와 통증이 느껴지는 뒤꿈치 부위에 복원력이 뛰어난 쿠션을 삽입

해 근육을 보호하는 등 발 컨디션에 따른 처방이 모두 다르다. 

정형신발연구센터와 제작실을 함께 운영한다. 독일 슈마이스터
가 상주하며, 측정 및 컨설팅을 받으려면 예약이 필수다. 최근 인
기가 많은 골프용 인솔부터 운동용 ·구두용 인솔을 기본으로 발
바닥 통증, 무지외반, 평발, 요족, 아동 교정, 당뇨용 인솔과 정형 
신발까지 슈마이스터가 맞춤 제작한다. 

     + 예약 및 제작 과정

1.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예약 시 증상 기재.

2. 매장 방문 및 상담
     발 상태 스캐너 측정 및 상담 후 인솔 또는 정형 신발 처방.

3. 제작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00퍼센트 수작업. 
     독일 정형 신발 회사에서 공급한 부자재만 사용. 
     인솔은 약 10일, 정형 신발은 약 2개월 소요.

4. 픽업
     제작 완료 시 개별 연락. 
     방문 시 사용법 및 관리법 설명 후 전달(택배 수령 가능).

대표 문의 02-3447-1488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1 

▶ 주요 발 타입 및 증상

Flat Foot
평발

Knick Foot
뒤꿈치가 틀어진 발

Hohl Foot
요족

Knick-Flat Foot
뒤꿈치가 틀어진 평발

Normal
보통발

    + 워킹온더클라우드 압구정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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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산불로 타버린 보금자리, 전쟁으로 설 곳을 잃

은 사람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애도의 과정을 되짚어 보는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 주제

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멀어진 나’ ‘살아가는 터전의 상실’ ‘사랑하는 이

의 상실’ 세 가지. 김수자, 낸 골딘 등 작가 13명이 사진, 회화, 필름 비디

오 등 다양한 형태로 상실을 표현했다.

수상 레저 활동의 성지,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동강뗏목축제가 열린다. 

‘스물다섯, 그해 여름’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는 뗏목 퍼레이드, 뗏목

을 활용한 수상 보트 줄다리기, 동강 뗏목 경주대회, 어린이 체험 부스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낮에는 시원한 체험 행사를 만끽하고, 

어둠이 내리면 더위를 식혀 주는 공연과 영화를 감상하며 동강 다리 밑

에서 맥주도 마신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러 동강으로 떠나자.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장소 강원도 영월 동강 둔치 일원  문의 033-375-6353

→ →

<애도: 상실의 끝에서> 제25회 동강뗏목축제

• EXHIBIT • • FESTIVAL •

06.30~09.12 07.29~31광양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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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2022년 7월 14일(목) 7:30PM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주최 

예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www.daejeon.go.kr/kmusic 인터파크티켓 ticket.interpark.com 1544-1555   * 8세 이상 입장가능

※ COVID-19 상황에 따라 공연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042-270-8585주관

별곡ㆍ관악영산회상

<포 미니츠>

<푸른 기억, 미래의 현장>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2022 대구 치맥페스티벌

<전통음악 전곡 시리즈>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장소 광주 이강하미술관
문의 062-674-8515

장소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문의 061-664-5400

장소 대구 두류공원 일원 
문의 053-248-9998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문의 042-270-8585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독일 영화 <포 미니
츠>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삭막한 
공기가 감도는 루카우 교도소.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60년간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
친 크뤼거와 음악에 천재적 재능을 지녔으나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제니가 마주한다. 두 사람
의 서사가 고독하고도 치열한 삶을 전달한다.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기억을 다시 조망
한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다. 현대 목판화 작가 김준권, 김억, 정비
파, 류연복, 손기환, 이강하가 ‘5월 광주, 기억 
그 이후’를 그리며 미래를 통찰한다. 광주 무
등산에서 경기도 파주 DMZ까지의 풍경이 전
통 판화 방식으로 한지에 피어난다.

여수거북선축제가 3년 만에 귀환한다. 이순신 
장군의 첫 출정을 기념해 매년 5월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7월에 문을 연다. 
통제영 길놀이,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소동줄
놀이 체험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AR 가
상현실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 등 온 ·오프라
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풍성하다.

치킨에 맥주, 치맥은 단순 먹거리가 아닌 사람
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여름
밤, 대구 두류공원 잔디밭에서 치맥을 즐긴다. 
프리미엄 치킨을 맛보는 치맥 클럽과 아이스 
수상 테이블이 있는 치맥 아이스 펍, 옛날 통
닭이 가득한 추억의 치맥 포차, 대형 포토 존, 
EDM 파티까지 준비해 지루할 틈이 없다.

2021년 ‘평조회상’ 전곡을 성공적으로 연주한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전곡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 공연은 단정하고 섬세한 현의 
소리가 도드라지는 ‘별곡’과 향피리가 주선율
을 이끌어 활달한 가락이 특징인 ‘관악영산회
상’으로 꾸렸다. 전통음악이 선사하는 깊은 울
림에 궁중 연향에 온 듯 절로 흥이 난다.

• SHOW •

• EXHIBIT •

• FESTIVAL •• FESTIVAL •

• SHOW •

06.21~08.14

05.17~07.30

07.29~3107.06~10

07.14 19:30서울

광주

여수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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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촬영지와 언택트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친환경 녹색도시 '해양관광 1번지' 포항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즐거움과 특별함으로 가득한 퐝퐝!



프로모션

환경이 파괴되며 이상기후로 신음하는 사람과 동물, 식물

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제는 말뿐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 근래 환경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려 육류를 소비하지 않는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줄일 경우 탄소발자국을 최대 73퍼센트 저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만으로도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동물성 

식재료를 아예 소비하지 않는 완벽한 비건 생활을 매일, 꾸

준히 지속하려면 각 식품의 원재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세

심함은 당연지사, 비건 식품을 찾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비교적 시작하기 쉬운 ‘간

헐적 비건’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유연하게 채식을 한다

는 의미로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이라고도 부르는 간헐

적 비건은 완전한 비거니즘은 아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

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하루 한 끼, 일

주일에 세 번처럼 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모

든 동물성 식재료를 거부하는 비건보다 실천하기 쉽다. 채

식은 건강에도 유익하다. 고기에 함유된 지방은 혈관 내피

세포 기능과 염증 수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채식

을 3주간 이어 갈 경우 몸의 염증 수치가 29퍼센트나 감소

하는 등 채식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다.

‘1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10명의 느슨한 비건’을 외치는 간

헐적 비건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삼일제약의 웰니스 브랜

드 일일하우는 좋은 선택지다. 일일하우 프로틴밀은 뚜껑

을 열어 마시는 것만으로 비건을 실천할 수 있다. ‘옳지 않

은 것은 빼고 나와 지구에 건강한 원료들만’이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

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모두 배제했다. 여

기에 유당, 글루텐, GMO, 동물성 원료, 방부제, 유화제, 안

정제 등 각종 알레르기와 불내증을 유발하는 성분까지 모

두 제거해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생각했다. 높은 단백질 

함량,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기존 프로틴 음료와 차별화

한 것은 물론이다.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 끼니마다 

20~30그램씩 분산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일하우 프로틴밀은 1회 제공량(250밀리리터)당 22그램

의 고단백을 함유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제격이다. 하루에 한 팩만 마셔도 한국 성인 여성 기준 단

백질 일일 권장량의 약 40퍼센트를 충족하는 셈이다.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인 점도 강점이다. 근육 생성에 필요한 필수아

미노산은 대체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어 식물성 식품만

으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지만, 일일하우는 이런 

한계를 보완해 식물성 단백질과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 분

자 사슬 아미노산(BCAA)을 4800밀리그램까지 초고함량

으로 농축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게다가 비타민 16종과 미

네랄도 일일 권장 섭취량의 30퍼센트 이상 함유해 식사 대

용식으로도 손색없다. 백설탕을 제외하고 나한과, 프락토

올리고당 등 천연 감미료를 더해 은은한 단맛까지 챙겼다.

지구의 건강뿐 아니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채식에 도

전할 이유는 충분하다. 채식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

약으로 도전하기 어려워 망설였다면 일일하우 식물성 프

로틴밀 한 팩으로 채식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자.

하루 한 끼 비건 도전,
일일하우 프로틴밀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일일하우와 함께 시작한다. 식물성 단백질로 가득 채워 든든하다.

Vegan protein m
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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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여행 김천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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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축복이 산천을 적시고 있었다. 한낮 햇살이 온 땅에 내려앉아 만물을 투명하

게 비췄고, 수면에 드리운 하늘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더 큰 첨벙’만큼이나 순

도 높은 푸른색으로 반짝였다. 나뭇잎이 춤추고, 윤슬이 속살거렸다. 숲에서 밀려온 

싱그러운 바람은 목덜미를 파고들어 등줄기까지 식혔다. 슬그머니 발밑을 내려다봤

다. 94미터. 딛고 선 짚와이어 타워의 높이를 헤아린다. 방망이질하는 심장을 부여잡

은 채, 저 새파란 물 위로 뛰어들 때다. 눈 질끈 감고 숨을 고른다. 하나, 둘, 셋, 출발. 

급강하하는 몸을 가누기 위해 양팔을 활짝 펼친다. 짜릿한 활공의 순간, 잠시나마 비

행하는 새의 눈을 빌려 부항댐을 굽어본다. 아득해서 더 아름다운 광경이다.

부항댐을 에워싼 계절

때 이른 더위와 지난한 가뭄이 이어지던 날, 메마른 일상을 해갈할 짧은 여행을 계획

하기로 했다. 어딜 둘러봐도 눈부신 계절이지만, 두 눈 가득 녹음으로 축이고 싶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았다. 김천이 떠오른 건 그때였다. 금오산, 대덕산, 황악산 줄

기 사이로 감천과 직지천이 흐르는 물 맑은 고장. 오죽하면 이름에 ‘샘 천(泉)’ 자를 

품고, 도시 슬로건을 삼산이수(三山二水)로 삼았을까. 단출하게 꾸린 배낭을 메고 

곧장 기차에 올랐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 1시간 30분 정도면 김천에 닿

을 것이다. 떠나는 마음이 여느 때보다도 홀가분했다. 

여장은 부항면에 풀었다. 물론 부항댐 때문이다. 부항댐은 최근 몇 해 동안 크고 작

은 변화를 겪으며 어엿한 생태 휴양 여행지로 거듭났다. 지난가을에 수변둘레길을 

완공했고, 올해 들어 부항댐생태휴양펜션이 개장했다. 꼭 20년 전인 2002년 여름, 

태풍 루사가 부항면을 덮친 일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부항면 유촌리 일대는 오래전부터 홍수가 잦은 곳이었다. 무지막지한 자연재해는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김천(구미)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부항댐은 최근 

수변둘레길을 정비하면서 

볼거리를 더했다. 

이곳에서 하루 머문다면 

부항댐생태휴양펜션에서 

캠핑하는 기분을 

만끽해도 좋겠다. 

문의 054-42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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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오랜 숙원인 댐 건설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그로부터 다시 10여 년이 흐른 

2013년, 높이 64미터에 길이 472미터의 부항댐

이 완공됐다. 수달 서식지와 생태 이동로를 조성

했을 만큼 친환경 댐을 꾀하기도 했다. 면적 82

제곱킬로미터(약 2500만 평), 저수 용량 5400만 

톤 규모를 자랑하는 부항호에는 삼도봉에서 흘

러나온 물이 담겼다. 저수지 둘레에 순환 일주도

로가 닦였고, 오토캠핑장과 공원, 출렁다리, 물 

문화관, 부항댐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짚와이어 타워가 속속 들어섰다.

김천(구미)역 뒤꼍에 흐드러진 양귀비 꽃밭, 지

금 한창일 연화지를 제치고 부항댐생태휴양펜

션을 향해 부지런히 달렸다. 부항댐 근처에서 반

나절을 어슬렁거릴 요량이었다. 수변둘레길을 

실컷 걷고, 댐 양쪽의 레인보우 짚와이어 타워를 

가로질렀다. 돌아와서는 캐러밴 한 동에 베이스

캠프를 쳤다. 한편에 접혀 있던 캠핑 테이블을 타

프 그늘 아래 세우곤,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사지

를 늘어뜨렸다. 달큼한 공기, 병풍 같은 산자락, 

새의 지저귐···. 도시 생활과는 멀고 먼 것들이 온

몸을 휘감는다. 들살이의 정취를 이토록 게을리, 

손쉽게 누릴 수 있다니. 언젠가 무료함을 달랠 길 

없을 때, 살아 있음을 실감하고 싶을 때 부항댐에

서의 한때를 꺼내어 맛있게 곱씹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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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리생태숲이 들려준 노래

부항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비로운 숲길이 있다. 이름하여 물소리생태숲. 준봉을 

타고 흘러내린 유량 넉넉한 계곡이 영롱한 소리를 자아낸다. 노란 울타리로 이어진 

오솔길을 걷다 보면 숲 한복판의 문 앞에 다다른다. 벽도 처마도 지붕도 없이 돌연하

게 우뚝 선 노란색 문. 저 너머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때, 김순화 

숲해설사가 말을 건넨다. “같이 노크하고 들어가요. 나무에게, 숲에게, 계곡에게 ‘들

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정하고도 사랑스러운 제안에 똑똑, 문을 

두드려 본다. 노크에 응답하듯 물소리가 조금 더 세차게 들리는 듯하고, 나뭇가지도 

바람결 따라 고갯짓을 하는 것 같다. 숲이 허락한 길 위로 한 발짝씩 내딛는다. 

물소리생태숲에는 탐방로가 세 갈래 나 있다. 새소리길, 바람소리길, 물소리길이다. 

이 탐방로는 다시 석교산과 하식골, 금강굴, 포대봉, 고재미재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

는 세 갈래 등산로로 뻗어 간다. 본격적인 산길로 접어든다면 두 시간에서 길게는 네 

시간 정도 들여야 하지만,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거든 30~40분에 왕복 가능한 탐방

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인기 높은 탐방로는 물소리길이다. 계곡과 놀이터, 작은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길인데, 자그마한 폭포를 곳곳에 끼고 있어 걷는 내내 싱그러

운 기분이 든다. 놀이터에서 물소리길로 다시 연결되는 새소리길, 소나무 능선을 따

라 난 바람소리길은 천천히 산책하며 명상을 즐기기에 좋다.

“비목나무 향기 맡고 갈까요?” 김순화 해설사가 비목나무 가지의 여린 나뭇잎을 잘

게 찢고, 그걸 양손으로 그러모아 코끝에 가져다 댔다. 알싸하고 시원한 숲 내음에 눈

이 번쩍 뜨인다. 이내 층층나무가 드리운 그늘을 밟아 나갔다. 나뭇잎을 투과한 햇살

은 신발이 미처 가리지 못한 발등에 닿아 살갗을 그을린다. 피부가 발갛게 익어도 기

꺼운 계절이건만 졸참나무, 서어나무, 참뽕나무가 줄지어 나타나 볕을 가려 주었다. 

“나무의 뿌리는 하늘을 향해 자라난 가지만큼이나 땅속 깊이 뻗어 있어요. 그러니 말 

못 할 고민도 저 사려 깊은 나무가 헤아려 준답니다.” 꽃을 잔뜩 떨군 쪽동백나무 앞

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저 흙바닥에 뒹구는 꽃떨기처럼, 덧없는 괴로

움도 한데 스러지길 바라면서.

김천 물소리생태숲은 

여러 갈래의 탐방로와 

등산로를 아우르며 

세족장, 놀이터, 정원, 

공중학습장, 방문자 센터 등 

다양한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의 054-43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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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와 산머루의 나날

이 여름, 3년 만에 돌아온 축제가 있다. 부항댐 산

내들공원에서 열리는 김천자두축제다. 김천의 

여름은 자두의 계절이다. 머지않아 노지 자두 수

확을 시작한다기에, 그 싱싱한 풍경을 직접 보고 

싶어 과수원을 찾았다. 이 고장에서 40년 동안 

자두를 길러 낸 최고봉농장 최수동 대표를 따라

다니며 잠시나마 그의 일과를 엿보기로 했다. 

최 대표는 지금 이 시기부터 8월 중순까지 죽 바

쁘다고 했다. “대석, 후무사, 도담 그리고 신품종

인 썸머판타지아까지 총 네 가지를 기르는데 품

종별로 수확일이 달라요.” 올해 최고봉농장의 수

확 예정일은 대석이 6월 23일, 후무사가 7월 15

일, 도담과 썸머판타지아가 각각 8월 10일이다. 

그런데 어째 수확을 앞둔 것치곤 열매가 아직 작

고 새파랗다. “지금부터 보름 뒤면 제 크기만큼 

클 거예요.” 자두는 자라면서 색깔이 세 번 변한

다. 푸른색에서 노란색, 다시 노란색에서 붉은색

으로. 보통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 가는 시

기에 열매의 생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단다. 

“열매 끝에서부터 발갛게 물들죠. 핵과류 과일은 

색깔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 컸다고 봅니다.” 

청정한 환경, 적절한 기후를 양분 삼아 자라난 김

천 자두는 산미와 당도가 궁극의 균형을 이룬다. 

달콤하고 즙 많은 자두로 자라려면 비가 충분히 

오랜 세월 자두를 생산해 온 김천 

구성면 일대에서는 올해도 여름을 맞아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yanggak.invil.org(양각자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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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야 하는데, 반대로 비를 지나치게 많이 맞으면 과육 표면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

이 나타난다. 과유불급. 여름 자두에서 우리 삶을 본다. 

해가 노랗게 떨어지는 시간, 산머루와 포도가 익어가는 수도산 자락의 해발 500미

터 고지에 닿았다. 애주가라면, 특히 한국 술에 관심 있는 이라면 ‘크라테(Kraté)’라

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크라테는 유기농 산머루로 빚고,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시켜 제조하는 빈티지 와인이다.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크라테는,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술을 담가 온 백승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산머루 품종이자, 이곳 수도산 와이

너리를 대표하는 와인의 이름이다. 

수도산 분지에 펼쳐진 1만 8000여 제곱킬로미터(약 5500평)의 드넓은 과수원으로 

나갔다. “산머루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백 대표의 말처럼, 달짝지근한 꽃향기가 

곳곳에 은은하게 퍼져 있다. “농장 규모만 보면 연간 1만 5000병 정도를 거뜬히 생산

할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선 3000~3500병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한 병이 나오는 꼴이니 느리고, 귀한 술이지요. 유기농으로 재배하

기 때문에 죽을 나무는 죽도록 척박하게 키우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화학약품

을 최대한 배제하는 농법에 따라 크라테 와인은 내추럴 와인으로 분류한다. 산머루나

무에 서리가 내릴 때 열매를 바로 거두지 않고 얼마간 그대로 두어 과실을 적당히 말

린다. 그렇게 늦수확하는 과정을 거치면 농축한 풍미가 살아나고 당도가 올라간다. 

“작황이 좋은 해에는 술맛이 괜찮아서 몇 병씩 따로 남겨 놓습니다.” 2018년산 크라

테 미디엄 드라이를 따라 내는 백 대표의 몸짓엔 자부심이 배어 있다. “흙·풀·짚 향

을 머금었다가 말린 베리와 자두 내음이 밀려오고, 말린 장미 향으로 마무리된다고

들 하죠.” 한 잔 술에 산머루의 일생이 스치고, 눈 깜짝할 새 날이 저물어 간다. 취흥

이 오르고, 산머루는 여물어 가고, 여름은 여전히 짙어지고 있다.  

수도산 와이너리의 

라벨에는 수도산 

능선이 그려져 있다. 

숫자 ‘1317’은 수도산의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문의 054-439-1518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경북 김천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
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
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
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본방송 2022년 7월 2일 오전 6시 5분
(95.9MHz)
다시 듣기 www.imbc.com/broad/
radio/fm/city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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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cheon is enjoying the perks of summer. The 

warmth of the sun can be felt all over, and the sky 

is as blue as the shade of David Hockney’s A Bigger 

Splash. I’m on the zip wire platform, 94 meters above 

ground. Three, two, one, go! I spread open my arms, 

struggling to keep myself steady in midair. For a brief 

but thrilling moment, I get a beautiful bird’s-eye view 

of Buhang Dam.  

Buhang Dam, Immersed in the Season

O ver  t he  p a st  few ye a rs ,  B u h a ng  D a m h a s 

transformed into a recreational destination. The 

waterside trail was completed last fall, and the 

Buhang Dam Ecology Recreational Pension opened 

this year. Twenty years ago in the summer of 2002, 

Gimcheon, 
an Invitation 
to Summer 
I crossed Buhang Dam, passed through a forest, and 
strolled onto a farm where plums and wild grapes were 
ripening. It was a clear summer day, without a single cloud 
in the sky. 

Buhang-myeon was damaged by Typhoon Rusa. 

Buhang Dam was born in 2013, about a decade after 

the 2002 typhoon. The new facilities include an auto 

campground, a suspension bridge, a water culture 

hall, and the Rainbow Zip Wire Tower, which serves 

as a landmark for Buhang Dam. 

There is a magical forest trail not far from Buhang 

Dam. It is called Mulsori Ecological Forest. Among 

the three forest trails, the most popular is the Mulsori 

Trail. Along the trail, you will come upon a valley, 

a playground, a small suspension bridge, and mini-

waterfalls at various corners. I will save this memory 

for the day when life gets the better of me, or when I 

need to feel truly alive.  

Days of Plums and Wild Grapes

Summer in Gimcheon is a season of plums. Thanks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favorable climate, 

Gimcheon’s plums strike the perfect balance between 

acidity and sweetness. The plum farm, with a rich 

tradition of 40 years, is busy from this time of 

year through mid-August. “The harvest dates are 

different for the four varieties on our farm: Daeseok, 

Humoosa, Dodam, and the new Summer Fantasia.” 

With the right amount of rain, the plums turn sweet 

and juicy. On the other hand, too much rain results 

in dehiscent fruits. It’s true when they say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I arrive at Sudosan Winery around sunset. Anyone 

fond of drinking would have heard of Kraté, which won the 

grand prize in the fruit wine category of the Korean Sool 

Award 2021. The wild grape wine was developed by Baek 

Seung-hyeon, who has been making wine for close to 20 

years. As he pours me a glass of 2018 Kraté Medium Dry, 

I can tell he is filled with pride. In the blink of an eye, the 

day is drawing to a close. The wild grapes are ripening, and 

summer is getting fuller with each pass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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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볼거리&먹거리

청암사 불영산 깊은 숲에 자리한 청암사는 직지사의 말사이자 1200

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로, 비구니 수백 명을 배출한 승가대학을 운

영하고 있다. 주변을 둘러싼 걷기 길을 일컬어 인현왕후길이라 하는데, 이는 

조선 숙종 시절 인현왕후가 폐비된 후 1000일간 은신하며 발원한 곳으로 알

려져 있어서다. 2년 전, 스님들만 이용하던 인현왕후길과 청암사 간 2.5킬로

미터의 숲길을 개방해 한결 걷기 좋은 코스가 됐다. 복위 의식, 장 담그기 등 

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인현왕후 관련 문화 행사도 흥미롭다.

문의 054-432-2652

철없는자두 김천 자두를 주인공으로 내건 카페로, 지역 농가와 협업

을 도모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오야오얏에서 운영한다. 커다란 자두

를 그려 넣은 외벽과 아기자기한 소품, 아늑한 테라스 공간이 눈길을 끈다. 

메뉴로는 수제 자두청으로 변주한 자두 에이드, 자두 라테, 자두 아이스티 

같은 음료와 원지희 대표가 손수 개발하고 특허받은 자두떡, 자두빵 등 다

채로운 디저트를 마련했다. 앙금 사이로 자두 과육이 씹히는 자두떡과 자두

빵은 먹기에도, 보기에도 사랑스러워 여행 기념품으로 제격이다. 

문의 010-5514-1801

직지사 고려 태조 때 능여조사가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측량해 사

찰을 중건했다는 설이 전한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사명대사가 스물

아홉 나이에 이곳 주지로 부임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천왕문 옆에 그가 

소년 시절 누웠다는 바위가 놓여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석조약사여래좌

상과 대웅전 삼층석탑, 대웅전 삼존불 탱화 등 귀한 문화재를 품은 절이기도 

하다. 명적암에서는 황악산의 웅장한 산세가 두 눈 가득 펼쳐진다. 바로 옆

에 위치한 사명대사공원으로 산책을 이어 가면 더 즐겁다.

문의 054-429-1700

옥당걸숲속 삼도봉 자락에 자리한 식당이자 숙소다. 작은 폭포가 

흐르는 광경을 보고 들으며 맛깔스러운 음식을 맛보고, 야영의 즐거

움까지 두루 누릴 수 있다. 최근 농가 식당 특화 밥상 프로젝트로 개발한 ‘지

례흑돼지 바비큐’는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해서 훈연한 흑돼지와 오리의 부드

러운 풍미가 물씬한 메뉴다. 구운 소시지와 번, 채소까지 한데 마련해 포만

감을 보장한다. 주인장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담근 장아찌를 곁들여 

내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바비큐의 기름기를 잡아준다.

문의 054-434-7773

→
→

→
→

늘 아쉬웠다. 콘도만큼 여유로운 호텔, 호텔만큼 세련된 콘도는 왜 없을까. 올여름, 휘닉스 

평창이 그 대안이 되어 줄 것이다. 휘닉스 평창 리조트에 호텔급 프리미엄 콘도가 생긴다. 

그것도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리조트다. 

고급스러운 쉼을 선사하다

휘닉스 평창이 프리미엄 콘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휘닉스 평창의 블루동 콘도가 2년간 리모델링을 거쳐 7월 중순 전면 개장한다. 우드 톤의 

차분한 인테리어와 베이 윈도, 스페셜 스페이스 등 여유로운 공간이 어우러져 객실이 더

욱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에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와 발뮤다 커피포트, 몰

튼 브라운 어메니티를 비치해 품격을 한 단계 올렸다. 객실 타입은 2인실부터 5인실까지 

다양하다. 어떤 객실이든 푸른 숲과 하늘을 마주할 수 있어 눈이 황홀하다. 최고 28층에 이

르는 고층부 객실 스카이 로얄에는 다도룸, 엔터룸 등 특별한 테마 룸도 마련했다.

휘닉스 평창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블루동은 올인클루시브 전용으로 운영한다. 여행을 복잡하게 계획할 필요 없이 리조트 내

에서 액티비티와 공연, 미식을 모두 즐긴다. 천연 광천수가 흐르는 워터파크 ‘블루캐니언’, 

무제한 와인과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와인 마리아주’, 프라이빗 캠핑 텐트에서 맛보는 

호화로운 구성의 ‘캠핑 BBQ’까지 리조트 안에 전부 갖췄다. 이 외에도 카페, 레스토랑, 루

지, 짚라인, 산책로, 투어 버스, 반려동물과 어린이를 위한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준비했

다. 올여름에는 휘닉스 평창 블루동 올인클루시브로 떠나자. 호텔보다 여유롭게, 콘도보

다 세련되게, 계획 없이도 알찬 휴가가 기다린다.

QR코드를 스캔하고 
휘닉스 평창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만나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휘닉스 평창이 마련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가 휴식, 미식, 

액티비티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휴가를 보장한다.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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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포항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경북 포항에 깃든 고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 위 다리에 올라 

파도와 마주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 안에서 소요했다.

고래가
전하는 낭만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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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을 한껏 불린 구름들이 하늘을 채웠다. 열기를 

뽐내던 태양이 휴식이라도 취하는지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 구름 덕에 적당히 시원해진 공기와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여행을 시작한다. 여름 하면 찰박거리

는 바다를 떠올리게 된다. 소금기 밴 내음이 인사를 

건네고, 뒤따라 들리는 청량한 파도 소리가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 주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이 뿌듯해지는 곳. 그 바다를 원 없이 만끽할 수 있는 

경북 포항으로 여행지를 정했다. 여름 바다를 향해 

떠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바빠진다. 서울역에서 포

항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다. 드넓은 논과 밭, 산이 

창밖을 짙은 초록빛으로 장식한다. 계속되는 초록색

에 파란 바다가 더욱 그리워질 때쯤, 기차가 포항역

에 들어섰다.

바다와 만나는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남 방파

제 근처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차를 타고 환호공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가면 포항 해상스카이워크가 보인다. 총길

이 463미터,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스카이워크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포항 해상스카이워크는 올해 5월 정

식 운영을 시작했다. 시원한 바다 위에 서 있지만 포

항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가 되겠다. 

평일 낮인데도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스카이워크

를 거닌다.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이라니, 아이처럼 들

떠 스카이워크로 발을 디딘다. 육지에서 출발해 바다

로 뻗은 스카이워크를 따라가자 이내 둥글둥글하게 

굽은 길이 나타난다. 나아갈 때마다 넓은 바다가 가

까워진다. 바다의 품 안에 폭 안기는 듯한 기분도 든

다. 해상스카이워크에 파도가 부딪혀 철썩 소리가 난

다. 평균 높이가 7미터라는데,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

다고 여기다 밀려오는 파도에 문득 눈앞이 아찔하다. 

길 중간 바닥은 특수 유리로 제작해 아래를 보고 걸

으면 꿈틀거리는 물결이 생생히 전해진다. 1.2미터 

깊이의 자연해수풀과 밤에 켜지는 조명도 해상스카

이워크의 또 다른 매력이니, 낮과 밤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풍경이겠다.

이곳에는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스카이워크를 조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포항 해상스카이워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열려 

있다. 하절기에는 

밤 9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054-27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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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여남 해안 일대는 천연 돌피리가 발견된 곳이다. 

고대에 사용되었던 돌피리는 고래를 부르는 전통악

기다. 돌에 숭숭 난 구멍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면 피

리 같은 소리가 난다. 단순히 돌에 구멍이 났다고 돌

피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돌맛조개 같은 조개는 돌구

멍을 은신처로 삼기도 하는데, 새끼 조개가 구멍 안에

서 자라나다 몸집이 커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 

껍데기만 남기고 죽는다. 그렇게 남은 조개껍데기가 

구멍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신비한 피리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돌피리를 다루어 고래와 만났

다. 해상스카이워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사람과 고

래가 얼굴을 마주했을 것이다. 거대한 바다의 주민을 

불러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궁금해진다. 고래 등에 타

고 바다 위를 누볐을까. 아니면 먼 바다 건너 보고 싶

은 누군가의 소식을 고래가 전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상상으로 머릿속을 채우며 해상스카이워크 끝

자락에서 포항 바다의 경관을 만끽한다.

고래와 함께, 다무포 하얀 마을

포항에서 고래 이야기를 한다면 다무포가 빠질 수 없

다. 다무포 마을 입구에 서니 하얀 집 위에 파란 지붕

들이 삐죽 고개를 내민다. 마을을 감싼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뒤덮인 채다. 파도와 하늘이 함께 일렁거려 

신화 속 존재가 나타날 것같이 신비롭다. 신화에 등장

하는 동물 대신 마을 곳곳에 그려진 고래가 안으로 들

어오라는 듯 시선을 이끈다. 예전처럼 고래를 자주 보

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다무포에서는 고래가 목격된

다. 예부터 포항 바다에는 고래가 자주 드나들었다. 

구룡포항과 호미곶면 경계에 위치한 다무포는 포항

에서도 고래 출몰지로 이름난 곳이다. 1986년, 상업

적 고래잡이를 금지하기 전까지 많은 이가 고래잡이

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그만큼 다무포에서 고래

를 보는 일은 흔했다. 특히 4~5월 산란기에는 어김없

이 다무포를 찾아왔다. 구룡포에서 나는 미역의 질이 

좋아 고래가 새끼를 낳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온다

는 소문도 생길 정도였다.

바다와 맞닿은 작은 마을이 고래 품은 하얀 마을로 변

신한 역사를 알려면 다무포가 고래생태마을로 지정

다무포 마을을 감싼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뒤덮인 채다. 파도와 하늘이 함께 일렁거려 

신화 속 존재가 나타날 것같이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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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무포가 고래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 마을에는 3층짜리 다

목적 회관이 세워졌다. 고래를 잡던 마을이 고래를 보

호하는 생태마을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었다. 10년이 

흐른 2018년, 회관을 고래 전시관, 고래 북카페 등으

로 꾸미고 2층에는 먼바다까지 볼 수 있도록 시원하

게 뚫린 테라스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자원봉사자

와 지역 작가가 모여 마을을 다시 단장했다. 약 80가

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 이내 하얗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을 끝자락에 서 있는 등대도 하얀색 옷을 입었다. 

담벼락과 타일에 고래를 그려 넣고, 폐플라스틱을 활

용해 거북이, 게 등을 만들어 마을을 생기 있게 가꿨

다. 평범했던 곳이 여러 사람의 손길로 탈바꿈해 이국

적 분위기를 풍기는 마을이 되었다. 

다무포 하얀 마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

력이 있었을지. 바다를 향해 트인 하얀 정자에 앉아 

찰랑이는 물결을 바라본다. 마을과 바다 위로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진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어우러지

는 어촌이 서정을 선사한다. 오랜 기다림과 염원이 없

었다면 보지 못했을 장면이다.

다무포의 숨은 보물, 해녀

“이 마을에는 고래도 고래지만 해녀도 많다 안 카나.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아 쉬고 있지만서도, 열댓 명에

서 열여섯 명 정도는 된다카이.” 자신을 ‘이가 해녀’라

고 소개하는 어르신이 어느 집 대문에 매달린 문패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니 해녀 모양으로 빚은 도자기다. 

다무포에 와 산 지 50년이 넘었다는 이가 해녀가 마

을 이야기를 술술 풀어 놓는다. 코로나19 전에는 여름

이 오면 마을회관에서 해녀 체험을 진행했고, 지금도 

물질하러 나가 성게나 미역을 따 온다는 이야기들. 이

가 해녀는 3층 회관이 또 한 번 리모델링을 거치는 중

이라고, 여름이 무르익었을 때 꼭 다시 오라는 말을 건

네고는 돌아선다. 없는 것이 많아 다무포라고 불린다

는 말이 의아할 정도로 다무포는 이렇게나 다정하다. 

내리던 비가 어느덧 멎었다. 이제 구름이 물러가고 날

은 맑게 갤 것이다. 하늘에 따라 바다의 표정이 달라

진다. 오랜 이야기와 새로운 풍경이 공존하는, 표정이 

다채로운 도시를 만났다.  

바다를 향해 트인 하얀 정자에 

앉아 찰랑이는 물결을 바라본다. 

마을과 바다 위로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진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어우러지는 어촌이 

서정을 선사한다. 

다무포 하얀 마을의 

버스 정류장, 정자 등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마을

 주민의 목소리로 이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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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 이 여행 부여 editor. 김현정  photographer. 조지영

부여와 가까운 역은 공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공주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1000만 송이 연꽃이 피었다. 

여름이 피었다. 

1400년 전 백제 왕이 궁 남쪽에 

조성했다는 충남 부여 궁남지는 

지금 꽃이 궁궐을 이룬다.

궁
남
지

화

양

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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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 꽃이 피었다. 물 아래에서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가느다

란 꽃대를 세우고 끝에 하양, 노랑, 분홍, 보라 꽃을 피워 냈다. 그 

조화가 궁금해 쪼그려 앉아 응시하자 그제야 물에 잠긴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저 아래 뿌리도 내렸을 것이다. 단 며칠을 위해 

훨씬 긴 시간을 물속에서 치열했을 존재. 꽃이 결말이라면 이 정

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듯 이들은 의연하다. 다시 일어나 시

선을 360도로 돌려 본다. 꽃이 여행자를 꽃잎처럼 감싸고 돈다. 

여름날 부여 궁남지는 사방이 고고한 아름다움이었다.

한국에 존재하는 최초의 인공 정원

궁남지는 왕의 못이다. 기록이 명확하다. <삼국사기>는 백제 

무왕이 634년 궁 남쪽에 못을 파서 20여 리에 걸쳐 물을 끌어들

이고 주변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물 가운데에는 방장선

산을 본뜬 섬을 쌓았다고 말한다. 방장선산은 신선이 산다는 전

설의 산이다. 정확한 규모는 몰라도 겨우 몇십 평짜리 못을 만

들자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대공사를 했을 리 없다. <삼

국사기> 집필 시기가 1145년경이니, 500년이 지나서도 역사가

가 유의미하다 판단해 기록할 만큼 중요하고 이름난 못이었다

는 뜻이다. 신라의 월지보다 40년 먼저 조성한 궁남지는 현재 

한국에 남은 모든 인공 정원 가운데 최초라 전한다.

부여, 곧 사비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다. 당시 왕은 무엇을 꿈꾸

었을까. 게다가 수도를 옮기는 복잡한 일을 두 번 단행한 나라

의 왕이다. 누군가는 그릇이 안 되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는 

데 그쳤겠지만 제대로 된 왕은 강한 나라, 백성의 풍요로운 삶

을 목표로 했겠다. 외교와 내치에 힘써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일으킨 제30대 무왕이 그랬다.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기에 역

사가가 지면을 풍부하게 할애했을 것이다. 마를 캐서 생계를 꾸

리던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낸 서동이 왕에 등극했다는 신분 상

승 스토리, 타국 왕족인 선화공주와 결혼한 로맨스를 담은 향가 

‘서동요’ 덕분에 그는 다른 왕보다 친근하게 다가온다.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도 백제 왕으로서 신라와 영토 전쟁을 여

러 번 벌이는 등 바쁘고 거친 나날을 지나 재위 35년, 인생 말년

에 이르러 그는 궁 남쪽에 못을 조성한다. 한숨 돌리려 했는지, 

세를 과시하려 했는지 이유는 불분명하다. 여기부터 상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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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굳이 그의 사랑을 역사가 기록했으니 사랑을 재료 삼

는 상상이다. 남의 나라에 와서 해로해 준 아내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해 못을 꾸며 놓고 때

때로 아내와 산책하고 가끔은 배를 띄워 탔겠지. 잔잔한 못가

에 버드나무 잎이 흔들리고 낮에는 해와 구름이, 밤에는 달이 

비치는 풍경을 앞에 두고 아내에게 “사실은 당신께 이런 세상

을 살게 해 주고 싶었어요”라고 읊조리는 남편을 떠올린다. 사

랑은 14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이므로.

1000만 송이가 만든 꽃길

궁남지는 사랑, 낭만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 사계절 어느 때

나 마찬가지지만 연꽃이 만발하는 여름은 더욱 그렇다. 중앙의  

3만 3000제곱미터(약 1만 평) 궁남지 둘레로 33만 제곱미터(약 

10만 평) 땅 곳곳에 연지를 조성해, 마치 궁남지를 연꽃잎이 겹

겹이 감싼 형상이다. 세월 속에 원래 못이 사라지고 1960년대 

복원한 궁남지는 역사서를 참고해 버드나무를 심고 가운데 섬

을 만들어 다리를 놓았다. 작은 섬에는 방장선산 대신 포룡정을 

지었다. 초록의 나무와 물이 빚어내는 장관에 눈이 즐겁고, 깨끗

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히는 정자다. 반짝이는 윤슬이 바람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백제 무왕이 634년에 조성했다고 기록된 못이다. 

세월이 지나 원래 못은 사라졌으나, 저습지였던 곳을 궁남지 자리로 추정해 

1960년대에 복원했다. 버드나무와 연꽃 등이 물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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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놀면서 모습을 수시로 바꾼다. 사랑하는 이가 장난스레 웃는 

얼굴이 생각나, 윤슬을 따라 웃었다.

이제 연지 탐험을 나선다. 50여 종, 1000만 송이 연꽃이 꽃길로 

이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는 말처럼 연꽃 또한 다 다르

고 신비롭다. 이르게 피는 수련은 ‘잠자는 연’답게 밤에는 꽃잎

을 웅크린다. 가시연은 넓적한 잎이 뾰족한 가시로 가득한데, 

이를 뚫고 꽃이 솟아난다. 둥그런 쟁반을 닮은 빅토리아수련에

는 아이가 위에 앉을 수도 있다. 빅토리아수련이 세상을 보는 

시간은 여름의 단 3일. 밤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낮에 오므린 꽃

은 차츰 짙은 분홍색으로 변해 3일만 얼굴을 내밀고는 물 아래

로 몸을 감춘다. 1000년을 산다고 세상의 신비를 다 알까. 홍련, 

백련, 왜개연꽃, 대하연, 물양귀비, 부처꽃…. 이름을 새기고 꽃

과 눈 마주치며 나아가는 걸음이 행복하게 느려진다.

크고 작은 연지 사이로 구불구불 두렁길이 나 있어 꽃에 가까이 

다가가 감상한다. 어느 연은 아직 잎이 무성한 채 꽃의 시간을 

준비 중이다. 오늘 내가 모든 꽃을 볼 수도 없거니와 볼 필요도 

욕심도 없다. 내일은 내일의 꽃을 내일의 누군가가 감탄하고 사

랑해 줄 것이다. 군데군데 들어선 오두막 정자에서 사람들이 담

소를 나누고, 자전거 타고 온 이는 기대어 세운 다음 걸터앉아 

책을 꺼내 읽는다. 바로 앞에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오리가 놀랄

까 산책을 멈추고 곁의 연꽃에 눈길을 건넨다. 문득 끼쳐 온 향

기. 눈을 감는다. 한번 깨달으니 연꽃 향이 내내 코끝에 머무른

다. 궁궐이 별건가. 이곳이 궁궐이다.

여름 낭만 한가운데로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탓하거나 진흙에 물들지 않

고 도리어 더러움을 정화한다 했다. 건조한 인생에 촉촉이 찾아

와 순수함을 돌이키게 하는 사랑처럼. 궁 남쪽의 못이라. 궁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 이야기는 남았다. 다시 걸음을 

옮긴다. 궁 남쪽에 여전히 살아 있는 낭만의 한가운데로. 꽃과 

향기에 둘러싸인 여름날, 궁남지의 화양연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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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동연꽃축제

1000만 송이 연꽃이 피는 궁남지의 여름, 부여서동연꽃축제
가 찾아온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상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궁남지 판타
지>, 드론 300대가 밤하늘을 수놓는 <로투스 별밤 드론 아트
쇼> 같은 공연은 물론 연지 카누 탐험 등 흥미진진한 체험이 
기다린다. 기간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의 www.lotusfestiv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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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행 서울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조지영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전에서

함께 이룩해야 할 평화를 보았다.

평화를 
위한
기도

for
PEACE

CHILD



072 073

역사박물관이 들어섰다. 공원 지하 주차장을 리모

델링한 박물관은 기억 아래에 묻힌 역사를 세상으

로 끄집어냈다. 매년 10여 차례 전시와 공연을 개

최해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망각의 

강을 건너 창조의 대지로 향하는 돛배에 올라탄 

듯, 과거를 더듬으며 붉은 벽돌담 고아한 박물관

에 들어선다.

경사진 길을 내려가 지하 1층, 빛의 광장을 통과했

다. 이제 전시가 시작한다. 작가 14명이 만든 특별

전 작품은 한데 모이지 않고 드문드문 곳곳에 놓였

다. 엄숙히 뻗은 중앙 통로, 가지인 양 아담하게 갈

라지는 길들, 홀연 나타나는 광대한 홀이 크고 작

은 예술을 품었다. 빛과 어둠이 경건하게 순환하는 

지하 건축에, 만약 테두리를 그어 안과 밖을 나누

고 예술을 몰아넣었다면 감상은 필시 단절된다. 찬

찬히 걷는 동안 하나씩 마음으로 다가오는 작품을 

멈춰 응시하고 가슴에 담는다.

지하 1층 자그마한 방에서 한진수 작가의 ‘버블 워

가족이 죽어 오열하는 얼굴을 본다. 고향에서 쫓겨

난 뒷모습도 보고 있다. 뉴스가 전하는 전쟁의 장

면들을 언젠가 마주한 것 같다.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목메어 울며 집을 떠나야 했다. 

전쟁마다 이름이 다르건만, 슬픔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 짓이긴 오늘을 끌어안고도 내일이 

두려운 현실은 다 아프다. 전쟁이 뿌린 슬픔이 가

라앉기 전에 다시 전쟁, 그리고 슬픔은 또 한 번. 평

화는 인류가 가닿지 못한 환상인 걸까. 8월 28일까

지 〈피스 포 차일드(PEACE for CHILD): 전쟁 속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 특별전을 여는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존재해선 안 되

는 전쟁과 유린당하는 인권, 위협받는 어린이의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하자 제안하는 전시다. 제목

처럼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곁눈질하면

서 자주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지금 다시 전쟁, 그

리고 슬픔은 또 한 번.

과거를 기억하는 문화 공간

창의문에서 인왕산을 넘어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에, 현재는 없으나 조선 시대엔 서소문

(소의문)이 자리했다. 당시 서소문 밖은 활기가 넘

쳤다. 삼남 지방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사대문 안으

로 가져가는 시전 상인, 여기저기 펼쳐진 난전에서 

흥정하는 백성이 가득한 곳. 나라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도록 서소문 밖에 처형장을 세웠다. 일벌백

계로 다스리기 위한 처형장에서 성삼문, 홍경래, 

전봉준 등이 최후를 맞았다. 1801년 신유박해 이

후 나라에 탄압받은 천주교인 역시 신앙을 명목으

로 목숨을 잃었다. 믿음을 죽을죄로 재단한 사나

운 시절이었다. 그 땅 아래에 2019년 서소문성지 

<PEACE for CHILD: 전쟁 속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 8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진행한다.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 전쟁으로 유린되는 인권, 그 안에서 가장 위협받는 어린이라는 세 가
지 주제를 현대미술의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전시다. 곽남신, 김유선, 김주연 등 작가 14명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80여 점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한다. 문의 02-314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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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하는 콘솔레이션 홀 거대한 벽이 돌연 하태

범 작가의 영상 작품을 투영한다. 먼저 ‘눈물’은 하

늘에서 쏟아지는 물체를 보여 준다. 그게 차라리 

눈물이라면…. 수십, 수백 발의 포탄이 수직 강하

하는 영상이 전쟁 복판의 처절한 광경을 바로 여

기에 끌어온다. 쏟아지는 포탄은 숱한 이에게 생

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는 

오늘도 누구는 보았고 눈을 감았다. 평화는 진정 

인류가 가닿지 못한 환상인 걸까. ‘눈물’이 끝났다. 

콘솔레이션 홀 벽은 다음 작품 ‘어린이들’을 비춘

다. 영상 속에서 붉은 박물관 벽돌이 점점 밝아지

더니 어린이가 한 명, 두 명 돌담길 앞에 선다. 실

루엣이지만 천진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하다. 포

탄에서 아이로, 전쟁에서 웃음으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박물관에서 나왔다. 몇몇이 한갓진 산책을 즐기는 

서소문역사공원에 꽃이 피었다. 나무를 스치는 바

람이 시원하고 구름 자욱한 하늘에선 옅어도 환한 

햇살이 내린다. 어디선가 재잘대는 아이들 소리가 

날아든다.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바람과 햇살과 

소리를 따라 공원을 거닐었다. 지금은 기도가 필

요한 시간이다. 모두의 순간이 다 지금 같기를. 고

개 돌리지 않고 당신의 손을 잡으려 노력할 때 세

상은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나와 함께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햇

살처럼 환하다. w

(Bubble War)’를 만났다. 기계가 뿜은 거품이 벽

에 부딪혀 포말을 일으킨다. 겉모습은 비눗방울 놀

이와 다를 바 없다. 사방에 날리는 둥그런 방울을 

깡충 뛰어 터뜨리는 아이가 떠오른다. 하지만 기계

는 탄약 상자를 개조한 것이다. 거품은 아이가 부

는 정도와는 비교할 바 없이 빠르게 날아간다. 원

래 하얗기만 했을 벽을 검은 포말 자국이 덮어 간

다.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떠

오른다. 아이는 비눗방울을 불고 어른은 총알을 쏜

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가.

허보리 작가는 양복과 이불을 이어 탱크를, 넥타

이를 바느질해 수류탄과 소총을 만들었다. ‘부드러

운’ 시리즈는 일상 소재로 제작했기에 친근하면서

도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해치기 위해 고안한 

무기와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작품. 형상이 똑같은 

두 사물 가운데, 인류는 하나를 선택해 맹렬하게 

나아갔다. 참으로 긴 세월을 달려왔어도 줄곧 내

달린다. 그렇지만 아직은 뒤돌면 희미하나마 보인

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것은, 이불로 만든 작품

처럼 언제나 존재했다. 그것이 더 멀어지기 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계속되는 삶과 평화를 위한 바람

지하 3층 콘솔레이션 홀에 이르렀다. 밖에선 2미

터 정도 뜬 벽에 시야가 막혀 전체를 조망하지 못

한다. 벽 밑을 지나자 널찍한 사각 홀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압도적일 만큼 큰 벽에 에워싸인 홀은 

낮고 어둡다. 14미터 위 지상에서 가느다란 빛줄

기가 떨어진다. 나를 낮추며 다가가 빛줄기를 붙잡

고는 지상으로, 긍휼을 내려 주는 대지로 오르고 

싶어지는 고결한 공간. 형장에서 죽임당한 이들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문학 강좌, 전시 정보 등 

콘텐츠를 선보이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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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당, 해녀 

Jeju Sea

Haenyeo

제주에서는 해녀를 경력과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

한다. 서울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제

주까지 내려온 여인, 영옥은 이제 막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물질을 

시작한 1년 차 하군 해녀다. 영옥에게 바다는 은신처이자 해방구다. 

비양도가 어른거리는 금능해변에 머물며 연애하고, 일하고, 낙담하

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낸다. 젊은 해녀의 녹록지 않은 삶을 끌어안

아 준 제주의 자연은 그를 둘러싼 이들까지도 넉넉히 품는다. 영옥

의 애인이자 해녀 배 모는 선장인 정준, 물에서 목숨 잃은 해녀 누나

를 둔 동석, 60년 물질 인생을 버텨 온 상군 해녀 춘희를 아우르고 토

닥인다. 그리하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블루스’란 제주를 

가리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네들의 상처를 보듬는 푸른 제주 

바다가 느릿하고도 애잔한 춤곡인 블루스를 닮았다. 

해녀, 혹은 좀녀라고 불리는 여인.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그저 자연의 순리에 복종한다. 아

니, 자연의 일부로 스며들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소라든 전복이든 

주어진 숨만큼만 취하기 때문이다. 우도 해녀들의 생활을 그린 다큐

멘터리 <물숨>은 바로 이 ‘주어진 숨’의 철학을 말한다. 바닷속에 더 

머무르려는 욕심을 참지 못한 채 삼키는 ‘물숨’은 죽음을, 숨이 차오

르는 것을 제때 알고 수면 위로 나와 뿜어내는 휘파람 ‘숨비소리’는 

삶을 은유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편과 저편을 오가는 해녀의 딜

레마가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제주를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해녀의 이야기를 따라 여

행하길 권한다. 제주의 ‘바당’을 수호하는 이 귀하고 고운 존재만큼

이나 매력적인 이정표도 없으니 말이다. 오랜 세월 드넓고 아름다운 

섬을 지탱해 온 해녀 문화는 <물숨>이 개봉한 해인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되살아났다. 배우 전도연이 엄마의 해녀 시절과 현재를 오가며 사

랑스러운 1인 2역을 소화한 영화 <인어공주>, 탐라 해녀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탐나는도다>, 배우 심은하가 무명으로 만든 옛 물소중

이(해녀복)를 입고 등장해 화제를 모은 영화 <이재수의 난>···. 바당

과 해녀를 담아낸 작품의 기나긴 목록 중에서 이 계절 제주를 여행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틋한 네 편을 골라 소개한다.  

Yeong-ok is a f irst-year haenyeo who has just 

graduated from the haenyeo school. For her, the 

ocean is a place of refuge and escape. She lives near 

Geumneung Beach, which looks out to Biyangdo 

Island. Life has not been kind to the young haenyeo, 

but Jeju’s beautiful nature is a source of comfort not 

only for Yeong-ok, but also for her loved ones. There is 

Jeong-jun, Yeong-ok’s boyfriend and the captain of the 

haenyeo ship; Dong-seok, whose sister passed away 

while diving; and Chun-hee, a veteran diver with over 

60 years of experience. The word “blues” in Our Blues, 

the title of the television series, may be a reference to 

Jeju Island.

Haenyeos are women who dive underwater to collect 

abalone and other seafood without wearing oxygen 

masks. They respect the course of nature, taking only 

as much as their breath allows. Breathing Underwater, 
a documentary that depicts the lives of haenyeos 

on Udo Island , was released in 2016, when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as inscribed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haenyeo culture has been celebrated in countless 

movies and dramas. In the film My Mother, the 
Mermaid , the actress Jeon Do-yeon plays the dual 

role of an office worker and her mother in her haenyeo 

days. The television series Tamra, the Island revolves 

around a haenyeo’s romantic relationship. The 
Uprising is a movie that drew attention with Shim Eun-

ha playing the role of a haenyeo. Among the long list 

of works dedicated to badang and haenyeos, these are 

the top four I would recommend to those heading to 

Jeju this season.  

촬영지 여행 제주 editor. 강은주  

바당은 바다를 뜻하는 제주어다. 제주 하면 바당이고, 바당 하면 해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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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춘할망> @평대해변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그날을 돌아본다. “아

멩 물질밖에 모르는 나주만 크기는 구분헐 줄 알아

마씨.” 항쟁의 불씨를 지핀 건 일제의 부당한 해산

물 거래와 해녀 조합비 징발이었다. 1932년 1월 세

화 오일장날, 해녀들은 세화리 연두망동산에 집결

해 시위를 벌인다. 제주해녀박물관이 위치한 세화

리 일대가 모두 살아 있는 해녀의 역사다.

해녀 계춘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손녀 혜지와 
우여곡절 끝에 만난다. 두 사람은 평대해변에 자리

한 계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마을 주민들은 
혜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사실 
계춘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혜지의 어둡고 비밀스러

운 과거를 알아차린다. 그러면서도 혜지를 애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보듬는다. 할망의 마음은 바다

처럼 깊고 푸르다. 

신비로운 곶자왈과 투명한 바당이 공존하는 성산

읍. 이곳에서 삶을 꾸려 가는 일흔 줄의 해녀 진옥

은 예기치 못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자신을 주인공

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주변을 어른거리는 
경훈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가장 자주 
만나고 토닥거리는 사랑의 무대는 진옥의 일터인 
삼달리 앞바다다. 

제주 출신 오멸 감독이 <지슬>에 이어 고향의 문화

를 스크린에 담았다. 해녀의 자맥질을 싱크로나이

즈드와 연결시킨 기발한 시도다. 아쿠아리움에서 
수중 공연을 하던 싱크로나이즈드 국가 대표 선수 
영주는 김녕 어촌 해녀들을 이끄는 코치 자리를 
맡게 된다. 상군 해녀 옥자와 갈등을 겪지만, 바다

가 파도를 포용하듯 서로를 받아들인다. 

This year marks the 90th anniversary of the 
Jeju Haenyeo Anti-Japanese Movement. 
The movement began with the excessive 
charging of Haenyeo Union fees and the 
granting of unfair advantages to Japanese 
merchants. Sehwa-ri, home to Jeju 
Haenyeo Museum, is the witness to the 
history of haenyeos.

Jin-ok, a 72-year-old haenyeo who makes 
a living in Seongsan-eup, experiences 
a stir of unexpected emotions. This is 
because of Kyeong-hun, who wants to 
make a documentary about Jin-ok’s life 
as a diver. The waters off Samdal-ri are 
where their love story unfolds. 

The film is set on Jeju Island, the hometown 
of Director O Muel. In the creative plot, 
Yeong-ju, a synchronized swimming 
coach, teaches synchronized swimming 
to haenyeos in Gimnyeong, leading to a 
journey of many delightful events and 
memorable happenings.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영화 

영화 <빛나는 순간> @삼달리 앞바다 영화 <인어전설> @김녕해변

<해녀 항쟁, 그날> @세화리 일대

드라마 

079

Gye-chun, a haenyeo, is reunited with 
her granddaughter Hye-ji, whom she 
had thought she had lost. The two live 
in Gye-chun’s house near Pyeongdae 
Beach. Their neighbors find the young girl 
suspicious, and Gye-chun soon learns 
about Hye-ji’s dark, secretive past, but 
her love remain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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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시기 백제의 궁, 연못, 능사

오층목탑 등을 재현한 곳이다. 낮

에는 백제의 정취에 젖고, 밤에는 

‘백제의 고향: 원혼의 소리’ 프로

그램으로 짜릿함을 맛본다. 밤마

다 생활문화마을에 귀신이 출몰

한다는 소문이 돌자 백제문화단

지 직원들은 진상을 파악하고자 

귀신을 감지하는 방울을 설치한

다. 참여자는 백제 유물과 성수를 

모아 귀신의 원한을 풀어 줘야 한

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진행

하며 예약은 필수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부여

한국민속촌

용인

무섭기로 명성이 자자한 한국민

속촌 공포 체험이 ‘귀굴 두 번째 이

야기’로 돌아왔다. 시간 배경은 조

선 시대, 기근으로 기괴하게 변한 

마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기와집을 지나

며 극한의 두려움과 마주한다. 초

등학생 이하, 심장 질환자, 노약자

와 임신부는 참여가 불가능할 만

큼 체험 강도가 높다. 귀굴 외에도 

전통 퍼레이드, 섀도 아트 등 볼거

리가 많으니 체험하지 못했대도 

아쉬워 말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맞춤 여행 editor.남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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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타운

제주

돌하르방과 한라봉 모습을 한 거

대한 귀신 모형이 시선을 사로잡

는다. 유령과 공포를 주제로 조성

한 체험형 이색 테마파크다. 유령

의 집과 유령 미로 정원은 기본, 

감옥처럼 만든 세트장에서 VR 공

포 게임을 경험하고, 관 속에 앉아 

VR 어트랙션도 체험한다. 우장을 

쓰고 낮에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사람만 노리는 제주도 귀신 그슨

새와 관련한 VR 영화는 이곳의 백

미다. 제주도 현지에서 자체 제작

해 더욱 실감 난다.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부룡수길 35-14

 064-748-4245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청도

역사를 살피는 공원이 야간 여행

지로 탈바꿈했다. ‘신도리구미호

뎐’은 페이스 페인팅과 나만의 부

적 그리기, 셀프 공포 의상 꾸미

기, 구미호 팬시 우드 열쇠고리 만

들기 등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부와 새마을테마파크 내

에 숨겨진 여우 구슬 9개를 찾는  

2부로 나뉜다. 여우 구슬을 전부 

찾으면 기념품도 증정한다. 풍선 

쇼,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해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

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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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372-5500

더울 땐 무서운 게 딱 좋아! 
어스름한 달밤, 어둠 속에서 오싹함이 밀려온다. 스릴을 원하는 이에게 공포 체험 여행지 네 곳을 추천한다.

여름 건강 지킴이,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에 
몸을 맡긴 채 하루의 피로를 푼다.

문의 02-533-8452

프로모션

햇살이 뜨거워진다. 가벼운 공원 산책부터 달리기, 트레

킹, 등산 등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요즘, 갑작스

러운 움직임에 뻐근함과 결림을 호소하는 사람이 눈에 띄

게 늘어났다.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계절,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이 선사하는 확실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을 경험해 볼 때다. 야외 활동으로 인한 피로

감을 해소하고 뭉친 근육을 공들여 풀어 주는 EP-MAK1

이 당신의 여름철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마사지 볼과 에어백으로 운동한 만큼 개운하게

리얼 프로 EP-MAK1의 마사지 볼은 수평 ·수직으로 자유

롭게 이동하며 어깨선을 따라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한다. 

승모근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목 관절 주위까지 시

원하게 지압한다. 3D 주무르기 기능을 작동하면 견갑골 

측면을 따라 입체적으로 마사지해 어깨 결림은 물론 스트

레스까지 완화한다. 에어백 마사지도 놓칠 수 없다. 특히 

허리를 밀어 올리는 시트 에어백과 골반 주위의 에어백은 

하체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도록 돕는다. 손가락 끝에서

부터 팔뚝 전체를 기분 좋게 자극해 뭉친 부위를 풀어 주

는 기능도 매력적이다. 엄지 관절과 손바닥까지 에어백의 

돌출부가 압박하고 자극해 피로를 온전히 해소한다.

퍼스트 클래스의 격이 깃든 안마 기술 집약체

전문가의 손놀림과 압력,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

한 리얼 프로 EP-MAK1은 문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접근

해 다양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마사지 볼이 받는 압력을 탐지하는 정교한 기술 덕분이다.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

를 고를 수 있는 터치 패널 컨트롤러도 탑재했다. 최대 3명

의 사용자가 세 부위를 조합해 설정한 후 등록 가능해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다.

MAK1-E(베이지) MAK1-C(아이보리)MAK1-K(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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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나라 여행 베트남 editor. 강은주

호시절, 호이안

휴양 도시로 거듭난 베트남 호이안에서 깊고 달콤한 휴식을 누렸다.
유려한 은신처, 호이아나 리조트 & 골프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가벼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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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파도에 소금기 어린 훈풍이 실려 있다. 묵직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 안은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

했다. 이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삶이 고단할 때

마다 여름 나라를 그렸다. 달아오른 선베드에 누워 수

평선을 바라보는 무위의 즐거움도 상상했지만, 무엇

보다 간절했던 것은 바로 이 바닷바람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의 습기와 온기를 머금은 녹진한 

해풍. 여기에 헐벗은 몸과 마음을 널어놓곤 꾸덕꾸덕

하게 말리고 싶었다.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수고를 거

들어 준 것은 베트남 호이안 남쪽 주이하이 지역의 새

로운 이정표, ‘호이아나 리조트&골프’다. 4개의 고급 

호텔과 골프 코스, 카지노와 상점을 한데 아우르는 호

이아나 리조트 단지의 등장은 고색창연한 구시가와 

등불의 심상을 품어 온 호이안이라는 지명에 휴양 도

시라는 매혹적인 이미지를 덧대고 있었다.

084 085

이토록 호화로운 휴식, 호이아나 리조트&골프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눕힌 채 커튼을 걷었을 뿐인데, 푸른 

물결과 눈부신 백사장이 코앞에서 한 폭의 색면 회화를 이

룬다. 테라스의 널찍한 소파에 앉아 짬섬의 실루엣을 마주

하고 커피를 홀짝일 때면, 잠시나마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지역색이 물씬한 소재와 디자

인으로 날렵하게 매만진 스위트룸은 휴식의 시간을 온전

히 이끈다. 대리석과 전통 문양으로 이루어진 벽, 욕실과 

거실과 침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풍스러운 목재 접이식 

창, 종일 먹고 마시며 뒹굴어도 견고함을 잃지 않을 소파와 

테이블이 탈일상적인 감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그런

가 하면 리셉션에서부터 이어진 섬세한 환대는 입욕제가 

놓인 단정한 욕조에까지 닿았고, 럼·위스키·코냑과 함께 

미니바에 진열된 레시피 북 <세 가지 재료로 만드는 칵테

일>은 존재만으로도 여독을 풀어 주었다.

호이아나에서는 시간이 느리고 단순하게 흘러갔다. 선홍

빛 해돋이를 마주하며 기지개를 켠 뒤 레스토랑 ‘더 테라스’

의 조식 뷔페 쌀국수 코너로 달려가는 것이 일련의 의식이

었다. 아침을 네 번 맞는 동안 하루는 쇠고기 쌀국수 퍼보, 

하루는 닭고기 쌀국수 퍼가를 번갈아 즐기며 비로소 일과

를 시작했다. 달곰한 낮잠을 자고 나면 오후는 부지런하게

도, 느긋하게도 보낼 수 있었다. 어떤 날엔 리조트에서 주

관하는 호이안 전통 등갓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강해 나만

의 특별한 기념품을 손수 마련했고, 몸을 바지런히 움직이

고 싶은 날이면 클럽 하우스로 향했다. 친환경 골프 코스 

디자인의 선구자로 알려진 로버트 트렌트 존스가 설계한 

호이아나 쇼어스 골프 클럽은 총 6.4킬로미터, 18홀로 이

루어졌다. 밀려오는 파도를 옆에 끼고 퍼팅할 수 있는 16홀

과 17홀의 전망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시아 퍼시픽 골프 

대상에서 2019년 최고의 신규 코스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중식당 ‘럭키 코트’나 한식당 ‘오발탄’에서 배를 불린 

뒤엔 16층의 인피니티 풀에서 물장구를 치고, 해변과 

맞닿은 ‘코브 바&그릴’을 어슬렁거리며 칵테일을 홀

짝였다. 이때 각별히 마음을 사로잡은 음료가 하나 있

다. 지역 양조장 ‘디스틸러리 디인도차이나’에서 만든 

럼 상팡을 기주 삼아 칼라만시 주스와 레몬그라스, 고

수를 더한 여름 특선 칵테일이다. 호이안의 풍광이 깃

든 이 오묘한 액체를 들이켜면서 시간이 더디 흐르기

만을 간절히 바랐다. 

호이아나 리조트&골프는 베트남의 고도 호이안에  

휴양 도시로서 지녀야 할 면모를 선사했다. 

전 객실을 스위트룸으로 꾸민 리조트 시설과 

수려한 골프 코스, 맛깔스러운 식당이 이제 막 여행자를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문의 ho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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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중앙시장 산책 호이안의 명물은 야시
장이라고들 하지만, 아침의 중앙시장은 그 
못지않게 활기를 띤다. 전통 모자 논을 쓴 여
인들이 람부탄, 리치, 잭프루트처럼 낯설고 
달콤한 열대 과일을 늘어놓은 골목을 헤치
고 시장 건물에 들어서면 바인쌔오나 스프
링 롤, 쌀국수를 파는 투박한 점포에 닿는다.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걸음을 쉬며 간단
히 허기를 달랜다. 

 19 Trần Phú, Cẩm Châu, Hội An

타인하 도자기 마을 둘러보기 호이안 구시가
가 한국의 경주나 전주 같은 고도라면, 거기
에서 약간 떨어진 타인하 도자기 마을은 호
젓한 정취가 감도는 시골 마을이다. 좁은 길
에 늘어선 공방을 구경한 뒤, 직접 물레를 돌
려 작은 항아리나 그릇을 만든다. 그런 뒤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조각가 응우옌반응
우옌이 지은 타인하 테라코타 공원 박물관
에 들러 이 도시의 남다른 미감을 엿본다. 

 Phạm Phán, Thanh Hà, Hội An

호이안 중앙시장 호이안의 명물은 야시
장이라고들 하지만, 아침의 중앙시장은 
그 못지않은 활기를 보여 준다. 논을 쓴 
여인네들이 람부탄, 리치, 잭푸르트처럼 
낯설고 달콤한 열대 과일을 늘어놓은 골
목을 헤치고 시장 건물에 들어서면 반세
오나 스프링롤, 쌀국수를 파는 투박한 점
포에 닿는다.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걸음을 쉬며 간단히 허기를 달랜다. 

 19 Tr n Phú, C m Châu, H i An 

구시가에서 걷다가, 먹다가 딴끼 고택, 풍흥
의 집, 내원교 등 베트남 ·중국 ·일본 ·프랑스 
건축양식이 뒤섞인 대표 명소를 둘러보았다
면 이제 배를 불릴 때다. 2018년 작고한 미식 
칼럼니스트 앤서니 보데인이 바인미를 맛본 
곳으로 알려진 바인미프엉은 호이안 구시가
의 이름난 식당으로, 바인미뿐 아니라 호이
안 향토 음식 까오러우도 수준급이다.

 2b Phan Chu Trinh, Cẩm Châu, Hội An 

호이안 중앙시장 호이안의 명물은 야시
장이라고들 하지만, 아침의 중앙시장은 
그 못지않은 활기를 보여 준다. 논을 쓴 
여인네들이 람부탄, 리치, 잭푸르트처럼 
낯설고 달콤한 열대 과일을 늘어놓은 골
목을 헤치고 시장 건물에 들어서면 반세
오나 스프링롤, 쌀국수를 파는 투박한 점
포에 닿는다.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걸음을 쉬며 간단히 허기를 달랜다. 

 19 Tr n Phú, C m Châu, H i An 

코코넛 보트 타기 투본강은 흐르고 흘러 끄
어다이 해안과 합류한다. 역동적인 물결을 
따라 뱃놀이를 즐긴다. 코코넛잎을 엮어 만
든 둥근 보트에 올라 물길을 가로지르다 보
면 보트를 팽이처럼 팽그르르 돌리며 묘기
를 부리는 뱃사공이나, 어망을 던져 전통 방
식으로 낚시하는 어민을 만난다. 사비라마
는 레스토랑과 쿠킹 클래스, 코코넛 보트 체
험 프로그램을 두루 운영한다.  

 Tổ 1, thôn Cồn Nhàn, Hội An	

목 좋은 카페에서 머물기 호이안의 옛 이름
은 하이포,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다. 유
럽 사람들은 이를 슬쩍 변형해 파이포라 불
렀다. 구시가 한편에 자리한 파이포 커피는 
코코넛 커피가 맛있기로 이름난 카페이자 
훌륭한 전망대다. 옥상엔 고풍스러운 적갈
색 지붕을 배경으로 근사한 사진을 남기려
는 여행자들이 줄지었다. 

 130 Trần Phú, Cẩm Châu, Hội An

어둠이 내린 투본강 노닐기 다시 구시가로 
돌아와 밤 산책에 나선다. 등불을 밝힌 호이
안의 밤은 귀한 보석함처럼 알록달록 빛난
다. 노천 식당에서 국수를 들이켠 뒤엔 나룻
배를 타고 투본강을 유람한다. 뱃삯 약 15만 
동을 지불하면 안호이 다리를 지나 20여 분
간 강가 이곳저곳을 쏘다니고, 촛불을 얹은 
종이배를 띄워 소원을 빌 수 있다.   

 186 Trần Phú, Phường Minh An, Hội An	

호이안 24시 

13:0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구시가부터 타인하 도자기 마을까지, 호이안 곳곳을 온종일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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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여행 경주 editor. 편집부  photographer.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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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랑하는 술에서 세계가 사랑하는 술이 된 영국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

더 글렌리벳은 오늘도 위스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중이다.

왕이 사랑한
위스키

THE
GLENLIVET

위스키 인사이트 스코틀랜드 editor. 김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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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8월,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영국 왕 조지 4세

는 만찬에 올라온 술을 마시곤 명령했다. “대단하구

나. 앞으로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에서는 반

드시 이 위스키로 건배하라.” 뭔가 이상하다. 왕명이 

지엄한 시절이라지만 건배주를 콕 집어 지정하는 일

이 예사로울까. 게다가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

키 주조가 불법이어서 그 술은 무허가 밀주였다. 국왕

이 국가가 금한 밀주를 마시고 너무 좋아 “너희도 마

셔라” 선언한 사건은 분명 범상치 않다. 하나, 이건 그

다음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암암

리에 주조하던 스코틀랜드 지역 위스키가 그날을 계

기로 제도권에 들어가 세계로 뻗어 나갔다. 위스키 역

사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궁금

해진다. ‘도대체 어떤 위스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한 모금으로 충분하다. 더 글렌리벳을 머금은 바로 그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질 테니.

오늘날 대다수가 위스키 하면 떠올리는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의 역사는 한때 피와 눈물로 쓰였다. 스

코틀랜드를 지배한 잉글랜드가 17세기부터 이런저런 

명목을 갖다 대면서 위스키 주조를 규제했기 때문이

다. 그 무렵 스카치위스키의 명성은 이미 굉장했다. 주

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풍부하고, 원료인 보리

의 품질이 빼어날뿐더러, 맥아를 건조할 때 쓰는 이탄

(피트)이 널렸다시피 한 자연환경 덕분이었다. 이에 

잉글랜드는 17세기 들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더니 

18세기 후반엔 기근을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증류를 

스코틀랜드 북동쪽 스페이사이드 지역엔 스페이강의 지류 리벳강이 흐른다. 

더 글렌리벳은 리벳강 근처 비밀스러운 우물에서 광천수를 퍼 올려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깊은 맛을 낸다.

전면 금지했다. 얼핏 스코틀랜드 증류업자들이 허가

를 받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

혀 없었다.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자존심이고, 위스

키에 대한 규제는 곧 민족 탄압이라 믿었다.

스카치위스키의 진정한 시작

몰래 만드는 증류업자와 찾아내서 몰수하는 단속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 벌어졌다. 증류기는 물

론, 마차까지 압수하는 법안에 쫓긴 수많은 증류소가 

스코틀랜드 북쪽 하일랜드와 스페이사이드의 계곡으

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밀주

로 불릴지언정 최고의 위스키를 주조한다는 자부심을 

놓아 버리지 않고 명맥을 이었다. 조지 4세가 스코틀

랜드를 방문한 게 그즈음이었다. 왕에게 밀주를 대접

한 것은 두 나라의 복잡한 관계에서 나온 상징적 사건

인 셈이다. 그리고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왕에게 바친 

밀주가 더 글렌리벳이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행운이었

다. 국왕이 건배주로 지정할 만큼 대단한 맛이었기에, 

2년 뒤인 1824년 더 글렌리벳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

로 증류 면허를 취득했다.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이 창

업자 조지 스미스를 간곡하게 설득한 결과였는데, 배

신감을 느낀 다른 증류업자들의 협박으로 조지 스미

스는 한동안 호신용 권총을 차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를 협박 정도로 막을 수는 없었다. 

더 글렌리벳이 물꼬를 튼 이후 하일랜드와 스페이사

이드 지역 위스키 증류소가 잇따라 면허를 받았다. 그

러던 중에 더 글렌리벳이 위치한 스페이사이드의 증

류소 거의 전부가 왕이 사랑하는 위스키의 명망을 탐

내 브랜드에 ‘글렌리벳’을 붙여 홍보했다. 계곡을 뜻하

는 게일어 ‘글렌’과 스페이사이드를 흐르는 ‘리벳’강의 

합성어이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1884

년,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 “다른 증류소가 ‘글렌리벳’

을 쓰는 걸 허용한다. 하지만 ‘오직 하나’를 지칭하는 

정관사 ‘더(The)’는 진짜 글렌리벳 증류소만 붙일 수 

있다.” ‘더 글렌리벳’은 이렇게 탄생했다. 비밀스러운 

우물에서 퍼 올리는 광천수, 하일랜드와 스페이사이

드를 통틀어 가장 서늘한 기후, 몸통이 넓고 목은 긴 

독특한 호롱 모양 증류기가 빚어낸 더 글렌리벳은 어

느덧 왕을 넘어 인류가 사랑하는 위스키가 되었다.

건배를 나누고 싶은 감미로운 향

21세기엔 미국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

을 비롯한 숱한 대회를 휩쓸면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몰트위스키의 명성을 더했다. 왕이 극찬했으며, 다른 

증류소가 굳이 같은 이름을 쓰려 했고, 이제는 전 세계

가 찾고 즐기는 독보적 지위를 누리는 위스키. ‘도대체 

어떤 맛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코르크 마개를 열자 

꽃향기에 이어 번지는 감미로운 과일 향. 목으로 넘긴 

뒤에는 캐러멜과 바닐라 향이 은은한 여운을 선물한

다. 한 모금만으로 충분하다. 더 글렌리벳을 머금은 바

로 이 순간, 당신과 건배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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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한국철도 기술이 각국의 철도를 이끌어 주는 힘이 된다. 
필리핀에서 근무하는 한국철도 필리핀지사팀 김영민 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철도 기술 담은 기차, 
필리핀에서도 달린다

먼저 한국철도 필리핀지사팀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팀은 한국

철도 해외남북철도사업단 해외사업처 소속입니다. 2020년 6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오르티가스 지역에 지사가 설립되었죠. 

현재 저를 포함한 총 8명이 파견되었습니다. 팀은 자문팀과 사

업팀으로 나뉩니다. 자문팀은 주로 새로운 노선 건설 사업을 시

행하는 산미구엘(SMC)에 설계, 시공, 설치, 운영, 유지 ·보수, 안

전 관리 등 전반적인 철도 기술을 전수합니다. 제가 속한 사업팀

은 PNR(필리핀 철도청), LRTA(경전철청), DOTr-MRT3(중전철

청) 등과 함께 필리핀의 새로운 철도 사업을 개발하고 확장합니

다. 두 팀 모두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

루를 보낸답니다. 

필리핀에서 철도가 많이 이용되나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약 3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으로 80퍼센트 이상 손실되었죠. 이후 관리 부족으로 운영이 중

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수도권인 메트로마닐

라에 LRT 1호선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늘날 철도는 메트로마닐

라 사람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퇴근 수단

으로 철도가 가장 인기 있는데, 도심에서 5~6킬로미터 거리를 자

동차로 이동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기본 한 시간 이상 소요되

어 시간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차표를 사

기 위한 줄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한국철도가 필리핀 철도에 어떻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지 궁금합

니다. 필리핀 정부는 빌드 빌드 빌드(Build Build Build) 프로그

램으로 철도 분야에 약 42조 원을 투입해 MRT-7을 포함한 철

도망을 77킬로미터에서 1200킬로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

습니다. 그만큼 철도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 저

희 팀은 필리핀 철도청, LRTA 등에 한국철도의 운영 기술을 전

수합니다. 한국형 IT 기반의 철도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 중이고, 건설을 완료한 노선의 운영과 관리에

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 단계라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

지진 않지만, 향후 필리핀 철도 운영 기관들이 한국철도의 IT 시

스템을 수혈받고 MRT-7 노선을 완전히 개통할 것입니다. 그때 

이른 아침 통근 승객을 싣고 달리는 열차를 보게 되면 가슴이 뿌

듯함으로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철도와 필리핀 철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닐라 남쪽 카

비테와 로스바뇨스에는 선로의 궤간이 평균보다 좁은 협궤 노선

이 존재해요. 이곳 선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동네 사람들

의 생활 공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열차를 드문드문 운행해서 

그런지 선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철도청(PNR) 열차입니다. 모든 

열차 창문에 철망을 씌워 두었는데, 주행 중인 열차에 돌 같은 이

물질이 날아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겨서라고 합니다. 해당 노선

이 필리핀 마닐라 외곽을 지나다 보니 열차 안전에 해가 되는 상

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네요.

필리핀에서 일하며 어려움도 느끼시겠죠. 해외에서 근무하면 문

화, 생활 습관, 언어 등 모든 것이 낯설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

니다. 필리핀은 열대성 기후 국가지요. 한국의 여름이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기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엄

청난 습기 때문에 고생을 한답니다. 에어컨 없이 일하기가 힘들 

지경이니까요. 고단할 때는 팀원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냅니다. 

팀원들은 동료라기보다 가족 같은 늘 고마운 존재예요.

한국철도의 해외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철도의 기술 수준은 철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독

일,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철도연맹(UIC) 및 

유럽철도청(ERA) 통계에서 보듯이 서비스 품질, 안전, 정시 운

행 면에서는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동남아시아 철도 시

장에서는 이 점을 주목해 상호 교류와 함께 그에 대한 경험과 기

술을 전수하길 원하고요.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IT와 철도 차

량, 시스템 등이 강점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에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한국철도가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코레일 초대석 editor.남혜림 92PAGE

PNR 필리핀 철도청이다. 철도청이 운영하는 기차의 내부는 한국 
지하철과 비슷하다. 여행보다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LRT, MRT LRT(경전철)와 MRT(도시 철도)는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지상 전철이다. LRT는 1호선과 2호선 두 노선으
로 구성되며, MRT는 현재 단일 노선인 3호선만 존재한다.

필리핀지사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도윤, 김영민, 강규현(지사장), 
한충석, 윤선준, 해리 임, 조병훈, 양장열, 임채복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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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필리핀 철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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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신간

비틀스는 인도로 떠나 영감을 얻었다. 스티

브 잡스도 깨달음을 구하려 인도를 찾았다. 

인도의 매력은 무엇일까. 누구는 자아를 발

견하고 사유하는 여행이 된다고 예찬하는 

반면, 누구는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말

한다. 30여 년간 인도를 수십 번 방문한 인

도미술사학자가 그곳을 들려준다. 인도인 

사이에 스며들어 신앙과 일상, 문화를 담담

하게 펼쳐 보인다. 역시 인도는 가고 싶은 

나라다. 하진희 지음 책읽는고양이 펴냄

윤리성, 공정, 정의가 화두인 시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도 윤리 경영을 강조한다. 개

인과 조직이 윤리를 일부러 저버리지 않을 

텐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경영학과 

교수인 저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윤리의 덫

에 걸린다는 ‘제한된 윤리성’으로 이를 설

명한다.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교정하

는 처방전도 제시했다. 생생한 사례가 이해

를 돕는다. 민재형 지음 월요일의꿈 펴냄

콜슨 화이트헤드는 발표작마다 현대 미국 

문학사를 새로 쓰고 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전미도서상 ·퓰리처상 ·앤드루

카네기메달 ·아서클라크상을 휩쓸었고, <니

클의 소년들>로 퓰리처상을 한 번 더 받았

다. 데뷔작인 이 소설은 사회를 건축으로 치

환한 독특한 발상이 돋보인다. 흑인 여성 최

초의 엘리베이터 점검원이 수직 도시 내의 

차별과 배제를 파헤쳐 나간다. 콜슨 화이트

헤드 지음 소슬기 옮김 은행나무 펴냄

〈무심히 인도〉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 〈직관주의자〉

4대가 함께 사는 종가 맏며느리로 반평생을 보

내다 황혼 이혼을 했다. 마디마디가 스산한 삶이

었을 것이다. 예순둘에 취직하러 나선 경험을 쓴 

‘실버 취준생 분투기’가 한 신문사 시니어문학상

을 받고, 이후 크고 작은 문학상에 이름을 올리며 

작가로서 새로운 꿈을 꾸던 중 너무나 이르게 세

상을 떠났다. 그의 글이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화제가 되더니 이번엔 유고집이 세상에 나왔다. 

평창으로 터전을 옮기고 이웃 할머니와 만난 사

연, 호스피스 봉사 활동 중에 겪은 일 등 고단한 

삶에서도 연민과 사랑, 희망과 위트를 잃지 않고 

존엄을 지킨 한 인간의 초상이 감동을 준다. 유고 

시집 <꿈이 다시 나를 찾아와 불러줄 때까지>도 

발간했다. 이순자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예순 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

Exhibit 전시

유영국은 압도적인 에너지로 심연을 표현

한 한국 추상미술의 대가다. “산은 내 앞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말

이 나타내듯, 구도하는 마음으로 추상의 정

수를 탐구했다. 국제갤러리가 유영국 타

계 20주기를 맞아 대규모 전시를 마련했다. 

혁신에 가까운 추상 실험을 통해 예술 운동

의 전위에 섰던 작가의 회화 68점, 드로잉 

21점을 공개한다. 기간 8월 21일까지  

문의 02-735-8449(서울 국제갤러리)

한국 사진 예술 세계가 확장하는 데 지대

한 영향을 끼친 구본창이 대표작 ‘강릉관

노가면극’을 모아 선보인다. ‘강릉관노가면

극’은 ‘강릉단오제’의 연희극으로, 전통 가

면극 중 유일하게 대사가 없다. 가면 쓴 이

들을 초현실적으로 연출한 사진은 탈이라

는 소재 너머의 인간 정신을 드러냈다는 평

가를 받으며 반향을 일으켰다. 미공개 작품 

19점도 전시한다. 기간 9월 4일까지 문의 

033-640-4271(강원도 강릉시립미술관)

추상 철 조각의 선구자 송영수의 예술을 총

망라했다. 조각을 시작한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1970년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제작한 주요 작품 40여 점과 스케치북을 놓

지 않다시피 가까이에 두고 그린 드로잉을 

소개한다. 영상 ‘에피소드, 송영수’와 아카

이브도 준비했다. 불과 20년의 활동 기간에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의 씨앗을 뿌린 송영수

의 모든 것을 만난다. 기간 9월 12일까지 

문의 054-270-4700(경북 포항시립미술관)

〈구본창-탈 너머: 강릉관노가면극> <Colors of Yoo Youngkuk> <송영수: 영원한 인간>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는 육지에 있다. 육지의 관

점에서 아름답다거나 광활하다 정도로 묘사되는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요 보금자리다. 최초 생명

체가 출현했고 단백질처럼 생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제공한다. 육지를 중심으로 쓰이는 

지구 역사에서 대상화되지 않은 바다, 본질의 바

다는 어떤 모습일까. 정소영, 황문영, 튀르키예(터

키) 출신 엘마스 데니즈가 편향된 시각을 배제한 

바다의 본모습을 영상, 설치 작품으로 예시한다. 

엘마스 데니즈는 튀르키예 섬에서 소라게와 대화

하는 영상 ‘연체동물 섬에서의 대화’와 박스 안에 

돌, 조개껍데기를 넣은 작품 ‘지구 이야기’로 순환

하는 바다 생태계를 은유했다. 기간 7월 24일까지

문의 02-720-8409(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블루 플래닛-바다〉



097096

Show 공연

영화 <컨택트>와 <애드 아스트라>, 드라마 <레프

트오버>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네오클래식 뮤지

션 막스 리히터의 예술 세계를 오케스트라 디 오

리지널의 연주로 만난다.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

서 활약해 온 아드리엘 김이 지휘를 맡고, 젊은 바

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음반 <비발디 사계 리콤

포즈드> 수록곡을 협연해 풍성한 공연을 완성한

다. 여기에 한국에서 초연하는 ‘On the Nature of 

Daylight’와 함께 하이든의 ‘무인도’ 서곡, 라모의 

오페라 <레 보레아드> 모음곡을 더해 과거와 현재

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시 7월 10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

의 2인극 <비평가>를 젠더프리 캐스트로 만

난다. 연극과 권투 무대, 극중극 구조로 이

루어진 이야기는 인간의 유한함, 운명의 아

이러니를 논쟁적 언어로 명징하게 드러낸

다. 치열한 비평가 볼로디아를 이주영·오대

석 ·이현철이, 세상과 타협하는 작가 스카

르파를 김준원·윤영민·송유택이 연기한다. 

기간 8월 21일까지 장소 서울 예스24 스테

이지 문의 02-511-4676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장기 공연 프로젝

트 ‘이른열대야’가 올해 5개 도시에서 게스

트 열 팀과 “전국! 인디~자랑”을 외치며 돌

아왔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무대는 세종을 

거쳐 전북 전주에 닿는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전국 인디 밴드와 함께하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전주에서는 밴드 슬로

우진이 달곰한 멜로디를 선사한다.   

일시 7월 23일 오후 7시 장소 전북 전주 한

국소리문화의전당 문의 070-7745-3003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영국 극단 

린고시어터가 한국을 찾는다. 린고시어터

는 명작 동화를 재해석해 온 예술 집단으로, 

마법처럼 황홀한 효과와 창의 넘치는 연출

로 어린이와 어른 관객 모두에게 널리 사랑

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젤과 그레

텔>을 2인 뮤지컬로 소화해 남매의 여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 낸다. 

기간 7월 7일~8월 10일 장소 서울 KT&G상

상마당 대치아트홀 문의 02-6954-0772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의 
막스 리히터 스페셜〉

〈비평가〉 <전국! 인디자랑> <헨젤과 그레텔>

Movie 영화

외딴집으로 이사 간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

난다. 엄마 명혜는 이사 첫날부터 이웃에

게 집이 뒤틀렸다는 경고를 받고, 창고에서 

들리는 불길한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린 명혜는 

잠겨 있던 창고 문을 열고 만다. 그 후 무언

가에 사로잡힌 듯 가족에게 기괴한 일이 벌

어지기 시작한다. 전건우 작가의 동명 소설

이 원작이다. 7월 개봉.    

감독 강동헌 출연 서영희, 김보민

<타짜> <도둑들> <암살>의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2022년 서

울, 인간의 몸속에 수감되었으나 탈옥한 외

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과 고려 말 소문 속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린다. 고려의 도사와 현대의 로봇, 

우주선을 한 장면에 모은 콘셉트가 독특하

다. 시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액션이 가슴

을 시원하게 한다. 7월 20일 개봉.   

감독 최동훈 출연 류준열, 김우빈

전 세계에 ‘미니언’ 신드롬을 일으킨 <미니

언즈>의 두 번째 이야기다. <슈퍼배드> 시

리즈의 스핀오프로, 세계 최고 슈퍼 악당만

을 따라다니는 미니언 케빈과 스튜어트, 밥

이 새로운 친구 오토와 함께 사라진 보스 

그루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미니언 

특유의 깜찍 발랄한 매력과 더욱 흥미진진

해진 전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웃음을 안

긴다. 7월 20일 개봉. 감독 카일 발다 목소

리 출연 피에르 코팽, 스티브 카렐

〈뒤틀린 집〉 <외계+인 1부> <미니언즈2>

엄마는 항상 희생하는 존재일까? 혼자 그리스로 휴

가를 떠난 대학교수 레다는 딸을 가진 젊은 여성 니

나를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한다. 매일 같은 해변에

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응시하던 두 사람. 갑자기 

니나의 딸이 사라지고, 레다는 딸을 버린 옛 기억

을 떠올린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

하고 싶은 반면에 딸에게서 분리되어 자신만의 삶

을 찾고 싶은 레다의 이중적인 마음이 긴장감을 끌

어올린다. 이탈리아 소설가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

리 4부작 중 한 편인 <잃어버린 아이>를 영화화했

다. 배우 매기 질렌할의 감독 데뷔작으로, 2021년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

다. 7월 14일 개봉.

감독 매기 질렌할 출연 올리비아 콜맨, 다코타 존슨

〈로스트 도터〉



한국의  보물

Treasure of Korea

여름 한때 
- 소나무 아래에서 폭포를 보다

A Moment in Summer
- Gazing at a Waterfall Under a Pine Tree

무더위에 지치는 여름, 땡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기대앉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곳이 솔향기 풍기는 

솔밭이라면, 더구나 시원한 폭포가 쏟아지는 계곡이라면 더

할 나위 없겠다. 그림에는 소나무 아래 앉은 선비가 보인다. 

모자를 벗어 던진 가벼운 차림에서 땡볕 같은 일상을 잠시 내

려놓은 선비의 마음이 느껴진다. 눈으로 폭포를 바라보고, 

귀로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에 흠뻑 빠지는 여름 한때의 행

복. 이인문은 조선 정조 때 활약한 최고 산수화가다. ‘강산무

진도’ 같은 대작은 물론, 이 그림처럼 사랑스러운 소품도 많

이 남겼다. 자유분방하게 휜 늙은 소나무 줄기, 옅은 먹과 색

으로 드러낸 촉촉한 공기가 그림 속 자연에 몰입하도록 한

다. 숨 막히는 여름날, 그림이 청량함을 선사한다. 작품은 서

울 국립중앙박물관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

증 1주년 기념전>에서 만날 수 있다.

All of us have sat in the shade of a tree to escape 
the summer heat. Having waterfalls and pine 
trees nearby will make it a lovelier moment. 
This is the scene portrayed in the painting by Yi 
In-mun, a famous landscape pain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While the painter is well-known 
for Painting of Endless Mountains and Rivers , he 
also left behind endearing works like this one. 
The stems of an old pine tree are bent in various 
directions, and the moist air is expressed through 
the faint ink. The painting is part of the exhibition 
titled A Collector’s Invitation: The First Anniversary 
of Lee Kun-hee’s Bequest, which is running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riter. 이재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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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098

휘닉스 평창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반반 바캉스

모나파크 용평리조트
신비로운 발왕산 자연과 만나다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와인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밤

여름마다 찾아오는 고민거리. 산과 바다 가운데 어디를 선택

해야 할까? 휘닉스 평창에서는 두 가지 모두 누릴 수 있다. 숲

으로 둘러싸인 리조트에 숙박하며 트레킹 ·워터파크 ·루지랜

드를 즐기고, 다음 날은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서 해수욕을 만

끽한다. 휘닉스 평창 투숙객만 입장하는 전용 해변이라 인파

에 치일 걱정도 없다. 주문진 휘닉스 프라이빗 비치는 7월 22

일부터 운영한다. 투숙객에게는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하니 

알찬 휴가를 보내자. 

 1577-0069    www.phoenixhnr.co.kr

평창 모나파크 용평리조트가 수천 년 주목 군락의 기운을 모

은 천년주목숲길을 개장했다. 천년주목숲길은 해발 1458미

터 발왕산 정상에 위치한다. 발왕산 관광케이블카를 타고 정

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호흡한 후 산책을 시작한다. 덱 길로 

조성해 유아차와 휠체어를 가지고도 편안하게 이동한다. 덱 

길 중간에서 천연 암반수인 발왕수를 마시면 마음의 갈증까

지 가신다.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033-335-5757    www.yongpyong.co.kr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이 여름을 맞아 와인 무제한 프

로모션을 리뉴얼했다. 레드 와인 위주로 구성한 기존 프로모

션과 달리 이번에는 달콤한 과실 향의 로제, 가벼운 산미가 

매력적인 화이트 와인을 추가했다. 11종의 다양한 와인을 한

자리에서 맛보는 기회다. 와인 무제한 프로모션은 26층 루프

톱 레스토랑 씨엘로에서 진행한다.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오후 6시 이후 이용 가능하다. 

 051-731-0003    www.ymparade.kr

호텔  &  리조트  뉴스

Hotel &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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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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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입니다. 

독자  편지

Letters from Readers

제품 문의 1522-9158

꿈의 휴식, 안동
칙칙폭폭 보고 싶은 아빠 만나러 기차 타고 가는 길. 딸
아이가 안동 기사 속 봉정사를 가리키더니 “엄마, 엄마. 
이거는 등불, 이거는 부처님!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앙증맞은 두 손을 다소곳이 모아 인사하네요. 
이소라 경북 영주시 대동로69번길

신비 속을 걷다
주말부부가 된 후로 종종 KTX를 타고 남편이 있는 대구
로 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호에서 대구 달성습지
가 단연 눈에 띄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주말 아침 산
책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곳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
니다. 이은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26주 차 임신부예요! 올해 
2월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이사 왔어요. 친정이 있는 
서울로 갈 때는 동해 묵호
역을 애용합니다. 제일 좋
아하는 구간은 강원도 강릉 
정동진 부근이에요. 아기와 
함께할 기차 여행이 벌써 
기대되네요. 김지혜 강원도 
동해시 평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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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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가 ‘지구 온도 낮추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희승 사장은 지난 6월 10일 서울역에서 고객들에게 코레일 로고를 새긴 친환경 에코백

과 홍보물을 나눠 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당부했다. 철도 이용객이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드판에 나뭇잎 스티커를 붙이

는 참여 코너도 마련했다. 한국철도는 7월부터 매월 11일 광명역,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릴레이 캠페

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국철도가 ‘서비스 아이디어 톡톡’의 우수 제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서비스 아이디어 톡톡’은 고객이 직접 철도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다. 최우수로 선정된 제안은 

‘자녀 동반 3인 가족 대상 KTX 동반석 판매’다. 현행 4인인 KTX 

동반석 판매 대상을 가족 구성 변화를 반영해 3인 가족도 포함

하자는 것이다. 선정된 제안은 한국철도 서비스 개선 과제로 지

정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2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에 한

국철도가 힘을 실었다. 여행 상품, 자유 여행 패스 ‘내일로’, 외

국인 전용 여행 패스 ‘코레일 패스’ 이용객이라면 전국 16개 여

행센터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바우처 5000

원권을 제공받는다. 캠페인은 7월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전통시장 이

벤트 홈페이지(visitkoreanmarket.or.kr/kor)에서 확인하자.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객실에 CCTV가 설치된다. 한국

철도는 2023년까지 322억 원을 투입해 KTX, 무궁화호, 수도

권 전철 등 현재 운행하는 모든 열차 3531칸에 CCTV를 설치하

겠다고 밝혔다. 열차 종류에 따라 비상시 운전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네트워크 방식과 객실 영상을 저장하는 개

별 독립 방식의 두 가지 CCTV를 도입한다. CCTV 영상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국철도, 탄소중립 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한국철도,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 종합 대책 가동

고객이 제안한 ‘서비스 아이디어 톡톡’ 선정 여행 가자! 관광열차 추가 운행 재개기차 여행 떠나면 전통시장 쿠폰 제공 열차 객실에 CCTV 설치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한국철도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9월 말까지 안전과 여객, 물류, 광역, 차량, 시설, 전기 등 7개 분야로 구성된 폭

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폭염대책본부는 전국 철도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기상 상황 파악, 위기 경보 발령 등 24시간 비상 대

응 체계로 운영된다. 이례 사항에 대비해 신규 개통 구간을 관리하는 비상 대응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이 외에도 중부내륙선 등 신규 개통 

구간 전기 시설 점검, 살수 장치 확대, 열차와 역사 내 냉방장치 집중 점검 등으로 더위에 맞선다.

한국철도 고객이 사랑하는 관광열차가 추가 운행된다. 대상 열

차는 관광벨트열차인 정선아리랑열차(A-트레인)와 경전선 남

도해양열차(S-트레인), 관광전용열차 팔도장터열차와 교육열

차 등이다. 관광열차 소개와 운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한국철도 기차역 

여행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철도는 침체된 여행업계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만차

만차

9대 가능

코레일톡에서 
주차장 실시간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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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주차 정보 연계 서비스 확대 시행
승차권 예매 후 주요 역 주차 공간 앱으로 확인

열차 시각은 다 되어 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식은땀 흘린 적 있다

면 주목하자. 지난 5월 한국철도가 코레일톡에서 주요 역 주차 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했다. 자가용을 타고 역에 도착했으

나 주차 공간이 없어 힘들어하는 고객의 불편을 덜고자 한국철도

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코레일톡에 전국 46개 역 60개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고객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해 주차장 정보를 전국 62개 역 81개소로 확장했다. 알아보는 법

은 간단하다.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구입 후 ‘승차권 확인’ 화면으로 

이동해 ‘펼쳐보기’ 버튼을 누르면 출발역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 정

보가 나온다. 이번 사례처럼 불편 사항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국철도 홈페이지 ‘서비스 아이디어 톡톡’을 이용해도 좋다. 고객 의

견에 귀 기울이는 한국철도가 빠른 응답을 약속한다.  

ALL THAT KORAIL SERVICE

코레일톡 주차 정보 
연계 서비스 확대 시행

전문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제공하는 네일 케어 서비스 숍 ‘섬섬옥수’

철도역에서  
네일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지점 위치

부산역점 부산역 2층 맞이방(매표소 앞)

익산역점 익산역 2층(동광장 출입구 앞)

대전역점 대전역 1층(서광장 출입구 앞)

용산역점 용산역 아이파크몰 4층 (TMO 맞은편)

김천구미역점 김천구미역 1층(수유방 옆)

울산역점 울산역 1층(3번출구 옆)

‣ 운영 지점 및 위치

‣ 이용 방법
카카오톡에서 ‘섬섬옥수’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예약
(월~금요일 10:00~18:00)

‘섬섬옥수’는 한국철도가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민간기업, 국가철도공단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철도역 맞이방 ‘섬섬옥수’에 오시면 전문 네일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승차권만 있으면 무료!!

2022년 섬섬옥수 운영 기업 모집

신청 기간 6.3.(금)~7.25.(월)

대상 역 영등포역, 안양역, 오송역, 공주역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newcastle＠kead.or.kr) 
  ⁎이메일 제목은 ‘철도역 협업 사업 참여’

신청 문의  031-728-7055

신청 대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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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5월 26일,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열차를 이용하던 중 그만 실례를 하여 몸과 옷이 더

러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차 승무원이 서대전역에 급히 도움을 요청해 서대전역 직원이 신속히 승강

장에 나와 어르신이 다른 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담요로 가려 주면서 휠체어를 이용해 역무실로 안내

하셨습니다. 그 후 직접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데다가 어르신이 원래 입고 있던 오염된 옷을 

세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역무실에서 보호하며 점심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도 돌보기 힘든 치매 어르신을 4시간 넘게 성심껏 도와 

요양원으로 무사히 보내 주신 직원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서대전역 김선용 역무팀장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

니다. 무사히 보금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고, 그 순간 함께해 준 동료 직원 여러분

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서대전역 직원 모두는 고객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전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 알려 주세요.

2050 탄소중립 실현
한국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철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구를 보호하며 친환경 미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탄소 철도교통체계 구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열차는 지구평균 상승온도를 1.5℃ 이하로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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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회

복한다. 숲 내부를 테라피 센터와 치유숲길, 명상쉼터, 노르딕 워

킹 코스 등으로 채워 휴식에 집중하기 좋다. 특화형 치유 센터에

서는 반신욕, 족욕, 온열 등을 이용하는 수(水) 치유와 열(熱)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향긋한 편백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4인 가족 또는 친구 일행이 일~목요일에 서울, 수도권과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EXPO)역을 오가는 
KTX 왕복 승차권을 구입하면 호텔 숙박과 렌터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입니다.

(호텔: 썬밸리 리조트, 나로비치 호텔, 녹동 호텔 갤러리)

• 2~3인 일행도 부담 없이 즐기는 여행

•  할인된 가격으로 특급 호텔과 렌터카 
이용 가능

•  8인 이상 단체는 미니버스 할인 혜택 
제공

구입 방법 
코레일톡 
관광 상품 ⇢ 여행 패키지 ⇢ 지역별 
대표 상품 ⇢ 전라권
레츠코레일 
여행 상품 ⇢ 국내 패키지 ⇢ 전라권

오래된 돌담길과 고운 꽃이 어우러진 고요한 섬이다. 질 좋은 쑥

이 많이 난다고 해서 쑥섬이라 부르기도 하고, 고양이가 많아 고

양이섬이라고도 하는 등 이름이 다양하다. 전라남도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난대원시림과 해상정원, 별정원, 사랑의 돌담길 등 산

책 코스도 다양하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쑥섬

숲과 바다를 지나 우주까지 Go! 전남 고흥 여행

문의 순천역 여행센터(061-745-7785), 멤버십 투어(061-761-4146)

전남 고흥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우주를 만난다. 고흥의 새로운 랜드마크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7층으로 이

뤄졌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7층에 올라 360도로 회전하는 전망 카페에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해안 절경이 이곳의 매력 포인트다. VR 체

험관이 있는 1층과 우주도서관이 마련된 2층을 둘러보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우주를 향한 호기심이 다 풀리지 않았다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으로 가자. 우주의 기본 원리, 로켓, 인공위성 등을 테마로 구성한 전시관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직접 손으로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에 아이는 물론 어른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고흥의 맛이 응축된 녹동항은 활어, 선어는 물론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 집산지다. 그중 녹동 장어거리의 장어는 고흥 9미(味)로 꼽힌다. 항

구 해안로를 따라 장어 전문 식당이 하나 둘 모여들어 장어거리를 형성했다. 구이부터 샤부샤부, 탕, 회까지 싱싱한 장어를 다채롭게 즐긴다. 

장어 요리로 여독을 푼 후 무지개 모양 다리를 건너 바다정원으로 향한다. 녹동항 앞바다에 떠 있는 인공 섬으로, 거대한 감성돔과 철제 사슴 

등 이색적인 조형물이 가득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해가 질 때 바다정원에서 바라보이는 소록대교 풍경이 몽환적이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녹동항

KTX 타고 고흥으로 자유 여행

호텔 무료
렌터카 무료

LET’S GO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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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천, 편의점, 현기증

하늘에 선명한 햇무리가 뜬 초여름 날, 지구

를 사랑하는 두 어린이와 함께 안양천 줍깅

을 했다. 눈 밝은 아이들은 다람쥐처럼 가볍

게 구석구석 누비며 쓰레기를 찾아 주웠다. 

작아서 지나치기 쉬운 빵 끈, 노랑 고무줄까

지 날카롭게 잡아낸다. 태어나서 한 번도 길

에 쓰레기를 버려 보지 않은 아이들이다. 아

니, 버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 주워도 주

워도 계속 나오는 쓰레기에 열 살 은빈이가 

물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

지도 않아요?” 아,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 

접근 불가능한 물속 쓰레기를 보고 열두 살 

지온이가 “저걸 주워야 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봉투가 가득 차 줍깅을 마칠 때

도 “쓰레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발걸음

이 안 떨어져요” “다음에 꼭 다시 와서 해요” 

한다. 고생했으니 시원한 우유라도 마시자고 

들어간 편의점. 현기증이 났다. 차곡차곡 진

열된 새 제품이 쓰레기로 보인다. 이들 대부

분이 한 번 쓰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사

실상 포장은 죄다 쓰레기다. 쓰레기통 이후

에는? 지구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남겠지. 

두 아이는 편의점 선생님께 “빨대는 괜찮습

니다” 말하고 우유를 그냥 마셨다. 그렇게 빨

대 쓰레기를 겨우 유예했다. 김현정

함께 가요 야구장

야구를 사랑한다. 이기면 들떠서 잠을 설치

고, 지면 분해서 잠을 설치게 하는(무승부여

야 잠드는 운명의 데스티니) 최애 팀이 있지

만, 내가 야구를 사랑하는 건 팀을 떠나 야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타자는 한 점을 

더 내고자 치고 달린다. 투수는 한 점도 내주

지 않으려 전력을 다해 던진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터지는 홈런, 짜릿한 수 싸움 끝에 나

오는 삼진의 순간이 황홀하다. 이걸 야구장

에서 직접 본다는 건…. 아휴, 말도 못 한다. 

마감 기간에 앞서 야구장에 갔다. 한 달 전엔 

아들과 함께했고 이번에는 혼자였다. 휴일 

경기여서인지 남은 자리가 외야석밖에 없었

다. 혼자 온 사람은 드물었는데, 경기가 시작

하자마자 내 자리 앞뒤 좌우 사람과 친구가 

된 양 함께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때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만루 기회를 얻었다. “만~루 

홈런!” 짝짝, 짝짝짝. “만~루 홈런!” 야구장이 

들썩일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다. 투수가 던

지고 타자가 때렸다. 탁~ 경쾌한 소리가 들리

더니 공이 날아왔다. 외야석 내 자리 바로, 바

로 앞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

면서. 만루 홈런이었다. 잠 좀 못 자도 좋다. 

나는 야구를 사랑한다. 언젠가 꼭 야구에 대

한 글을 쓰고 싶다. 김규보

바다에서 포항항!

1. 3월호 ‘편집 후기’에 겨울보다 여름이 좋다

는 말을 적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게 가

장 사랑스러운 계절, 여름이 찾아왔네요. 경

북 포항이 취재지로 결정된 후 기대를 잔뜩 

품었어요. 여름, 포항 그리고 바다라니!(너무 

기대를 한 나머지 취재 가서 쓸 깜찍한 밀짚

모자도 샀어요. 충동구매 맞습니다.) 기차에

서 내리자마자 공기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바다 내음이 나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포

항역이 바다와 떨어져 있어서 상상하던 냄새

는 맡지 못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흐린 날

씨에도 포항 바다는 멋진 풍경을 내어 주었

어요. SNS에서 “포항에서는 포항항 하고 웃

어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언젠가 포항에 가

서 꼭 ‘포항항!’ 하며 웃고 싶다 생각했는데, 

소원 성취했습니다. 여러분도 포항에 가셔서 

포항항 하고 웃어 보세요. 2. TV에서만 보았

던, 그 유명한 포항 물회를 드디어 맛봤습니

다. 먹는 방법을 몰라서 취재에 동행한 배은

경 포항시청 주무관님과 천인자 문화관광해

설사님을 따라 삐걱거리면서 살얼음 국물을 

대접에 부었습니다. 여기에 국수를 넣은 다

음 물회 재료들과 섞이도록 잘 저어 줍니다. 

그리고… 아, 정신 차리니 물회가 사라졌더

라고요. 어라, 어디로 갔지? 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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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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