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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이야기 찾기

2022년 8월호 제19권 제8호 통권(제218호)
2022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어딘가에 숨은 이야기를 찾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야
기 속에 빛나는 보물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낯선 곳에
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멋진 이야기와 풍경을 발견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행을 글로 전할 때는 심장이 두근두
근 뛰기도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 주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조인원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온라인 기자 양한나 yangyang@seoulmedia.co.kr

고플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들은 매미 소리, 까르르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 주인과 보폭을 맞추어 산책하는 강아지 같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은 것들이요. 8월, 제가 독자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싶은 이야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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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그림책 속에 있습니다. 그림책과 동화책은 완전히 다르다
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정순 작가님과 인터뷰를 마친 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그림책을 읽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들이 보는 책이라는 저만의 편견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
거든요. 작가님의 그림책은 세상이 외면한, 어쩌면 누군가는
숨기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일로 가득합니다. 숨을 일도 아닌
데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어 그림책으로 엮어
내죠. 그림책이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길 바란다는 작가님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뜨끔’으로 한 사람이, 나아가 세
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림책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
였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줄 보물과 만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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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 신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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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매달 ‘숨은 이야기 찾기’를 하러 가는 마음으로 취재에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나섭니다. 고정순 작가님의 이야기를 실은 ‘작가의 방’ 말고도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8월호는 다채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다, 동굴, 계곡에서
자연의 푸른빛을 모은 강원도 삼척, 체험의 짜릿함을 담은 강
원도 횡성, 선비가 되어 노닌 경북 영주의 하루…. 청명한 여름
이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 속을 천천히 거닐며 이 순간, 이 계절
을 만끽할 수 있는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고 좋은 것을 보여 주고 싶듯, 같은 마음으로 만든 이야
기보따리를 독자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저희가 찾은 이야기가
독자님께도 보물 같기를 바랍니다.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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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 본부장 심정섭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
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
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
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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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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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imguhokim

@toystory8787

@j.bokditor

KTX매거진 7월호의 포항 바다.
파랗고 깊은 바다 보며 쉬고 싶다!

지금이라도 당장 김천
물소리생태숲에 가서 힐링하고 싶네.

부산 출장 가는 KTX에서
부산 카페 글 읽기.

#기차_여행
#기차_출장
#동해
#KTX매거진

#KTX매거진
#기차_여행
#여름
#경북_김천

#KTX
#KTX매거진
#부산
#워케이션

＠ ktxmagazine
선물 받아 가세요!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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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제품 문의 152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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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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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 수르 커뮤니티 센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칠레 산티아고의 문화유산이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변모했다.

Matta Sur Community Center + CESFAM
ⓒ Luis vidal + Architects

과거는 현재를 잉태하고 미래를 낳는다. 어제에 귀 기울이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건축 ‘마타 수르 커뮤니티
센터’가 지난 2021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들어섰다. 세계 각국에서 200개가 넘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루이스 비달+ 아키텍츠’가 설계한 곳으로, 2010년 발생한 지진에 대규모 피해를 입은 교육 시설 메트로폴리탄
리시움을 레노베이션했다. 루이스 비달 + 아키텍츠는 설계 당시 전통과 현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조화를 모
색했다. 1891년에 세운 유서 깊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어린이집·체육관·강당으로 복원했으며, 해당 건물과 이
어지는 터에 가족 건강 센터를 지었다. 여기서 나아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두 건물 가운데에 광장을
조성했다. 교육 시설이자 문화유산인 정체성을 지키는 한편, 3만 명을 수용하는 공공시설로 의미를 확장한 마
타 수르 커뮤니티 센터가 도시 건축의 내일을 이야기한다.

→ @cesfam.mattasur

잡학 사전

editor.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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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Turkey

Türkiye

그들 각자의 이유로 개명을 선언한 나라와 도시가 있다. 이제 바뀐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다.

터

키

튀 르 키 예

3

인기 웹 예능 프로그램 <터키즈 온 더 블

‘실론’이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한 번쯤

2

연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럭>이 제목을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바로 실론티의

는 소식이 들려오던 지난 3월, 우크라이

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멋진 결정이

본고장,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다. 영국

나 정부는 자국의 지명과 인명이 침략

다. 이제 ‘터키’는 튀르키예로 불러야 마

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영연방에 속했

국인 러시아어 발음으로 표기되는 상황

땅하다. 지난 6월 2일, 공식 영어 표기를

던 실론은 1948년 독립 후 국호를 스리

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어 발음

수정해 달라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이

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꾸고,

과 가까운 표기로 변경할 것을 전 세계

UN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실론이라는 이름을 지우고자 했다. 아

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이다. 사실 자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자신

픈 역사를 잊으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키예프’로 알려졌던 우크라이나 수도

의 나라를 ‘튀르크의 땅’이라는 뜻의 튀

또 한 번 영국에 죄를 물어야겠다. ‘로디

를 키이우로, ‘크림반도’로 알려진 지명

르키예로 불러 왔다. 튀르크란 오랜 세

지아’는 한때 아프리카 남부 일대를 점

을 크름반도로 표기하고 기존에 통용된

월 중앙아시아를 점유해 온 민족을 지칭

거했던 영국 장군 세실 로즈의 이름을

명칭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식을 권고

하는 표현으로, ‘용감한’이란 의미를 내

딴 국호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짐바브

했다. 그보다 앞선 1986년, 아프리카의

1

개명 신청 사례
이미지 변신

개명 신청 사례
역사적 배경

개명 신청 사례
언어에 맞게

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미권에서는

웨로, 1980년에 독립을 선언한 후 과거

코트디부아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

튀르키예공화국을 지칭하던 터키가 겁

사를 청산하고자 국호를 공식 변경했다.

여 온 영어식 명칭인 ‘아이보리코스트’

쟁이나 실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

그런가 하면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의 사용을 중지하고 코트디부아르로 일

니, 그 얼마나 억울한 세월인가. 네덜란

독립한 ‘마케도니아’는 고대 그리스 왕

괄 통일할 것을 선언했다. 인도 콜카타

드는 2020년 국호 단일화를 통해 ‘홀란

국의 이름과 같아 그리스인들의 원망을

도 비슷한 예다. 오랜 세월 영어식으로

트’ 혹은 ‘홀랜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샀다. 국경을 맞댄 발칸반도의 두 나라,

‘캘커타’라 알려졌으나, 2001년 벵골어

않기로 했다. 여러 개의 국호가 야기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20여 년에 걸친

발음대로 쓴 콜카타로 도시명을 공식 변

는 혼란을 막고, 12개 지방 중 노르트홀

분쟁을 이어갔으나 2019년 극적으로 마

경했다. ‘이태리’가 아닌 이탈리아, ‘벨지

란트와 자위트홀란트를 아우르는 홀란

케도니아의 국호를 북마케도니아로 변

움’이 아니라 벨기에인 것처럼, 영어명

트란 지명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듯

경하는 합의안이 통과됐다. 단, 이 합의

‘스페인’도 에스파냐로 쓰는 게 낫다. 이

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스위스

안에는 북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 왕

둘은 국어사전에 동의어로 올라 있기에

(Switzerland)와 발음이 헷갈리곤 했던

국의 계승국이 아닌, 마케도니아 지방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국어 표현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란드’도 2018

위치한 남슬라브계 국가임을 명시하는

인 에스파냐가 기본 올림말임을 기억해

년 에스와티니라는 새 국호로 거듭났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어야겠다.

Киев Киïв
키

예

프

키

이

우

우연한 발견

editor.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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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
그 밖의 삶으로
한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서울 소재의 학교와 직장만이 답일까. 여기, 서울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인공이 지친 표정으로 말한다. “밝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등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점점 늘고 있다. 한 달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나의 해

살기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꼭 정착하지 않아도 괜찮

방일지>에 등장한 삼 남매의 삶이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교통이

다고 말한다. 참가자에게 그 지역이 제2의 고향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편리한 서울과 달리 교통편이 덜 갖춰진 지방에서 살아가는 ‘도민’의 애

는 이유다.

환을 잘 녹여 낸 덕이었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

지역민으로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주로운’

니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로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지면에 담아내는 충남 공주의 로컬 매거

간 다음, 시내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도착한다.

진 <소쿠리>는 여덟 명의 공주 시민이 편집자다. 모두 지역의 재미, 행복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목적지에 닿지만, 이미 기진맥진이다. 이렇

을 찾아 공유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였다. 매거진에는 공주

게까지 몰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서울. 서울로 가려는 사

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감할 내용이 알차게 담겼다.

람은 여전히 많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인천 로컬 매거진 <스펙타클>도 맛집, 여행지, 문화 공간 등 인천 소식으

지방으로 터전을 옮기고, 그곳을 알린다. ‘탈서울’을 외치는 사람이 하나

로 가득 채웠다. 이뿐이랴, 지난 7월에는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터전을

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옮긴 후 문을 연 다섯 곳의 출판사가 힘을 모아 지역 명물 에세이 시리즈

갑갑한 서울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은 한 달 살기나 일과 휴가를 동시에

‘어딘가에는 @ 있다’를 출간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특색 있는 문화

즐기는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을 택한다.

가 존재한다. 그들은 당연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삶의 터전을 사랑하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각 지역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2020

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낸다.

년 시작된 경북 문경의 ‘달빛 탐사대’는 문경에서 한 달을 사는 프로그램

서울만이 답이 아니다. 도시가 답답해서, 집값이 비싸서, 휴식이 필요해

으로 만 19~45세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문경에

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지방으로 떠나는 이유는 다

정착하길 원하면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영도에서 참가자가

양하다. 어떻게 살아가든 자신이 발 딛은 곳, 그 공간의 삶을 사랑하면 된

원하는 문화 분야의 일을 직접 추진하도록 돕는 한 달 워케이션 ‘내-일의

다. 그러니까 서울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만큼, 어쩌면 더

항해 캠프’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경남 하동 ‘리빙(RE:BEING) 하동’,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지방에서 삶을 꾸리는 사람들이.

leaving Seoul

15

생활의 지혜

editor.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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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휴가 생활
CAMPING

P I C N I C

캠프닉
피크닉처럼 가볍게 떠나는 캠핑, 캠프닉이 대세다. 여름과 어울리는 캠프닉 장소를 꼽았다.
MP NI

CA

02

C

01

MP NI

C

CA

시원하게 물멍 캠프닉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프닉

임실 사선대

여주 강천섬 유원지

신선과 선녀가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노닐었다는 설화가 전해

캠프닉할 때 반려견을 두고 와 미안했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져 사선대라고 부른다. 봄에는 벚꽃으로 화사하고, 여름에는 녹

중앙에 잔디 광장이 펼쳐져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데

음으로 푸른 이곳은 캠퍼들에게 이미 ‘물멍 뷰’로 이름났다. 사

다 규모가 커서 돗자리와 그늘막을 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유

선대 공원 맞은편 노지가 텐트 치기 좋은 장소다. 잔잔한 섬진

원지 곳곳에 단양쑥부쟁이 등 야생화 군락지가 있어 계절별 야

강 옆 텐트에 앉아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근처 사선대 국

생화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 야영과 취사는 금지이니

제조각공원에서 개성 넘치는 작품을 감상해도 좋다.

유의해야 한다. 펫티켓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자.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68-7

063-640-2923

031-887-3104

MP NI

CA

04

C

03

MP NI

C

CA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

별빛 쏟아지는 캠프닉

체험을 즐기는 이색 캠프닉

합천 황매산 오토캠핑장

보령 정촌유기농원

여름밤의 별빛 낭만을 놓칠 수 없다. 별과 은하수를 배경 삼아

캠프닉과 체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이에겐 정촌유기농원

감성 가득한 밤 캠프닉을 떠난다. 빛 공해가 덜해 은하수 관찰

이 딱이다. 농장과 캠핑의 합성어 ‘팜핑(farmping)’을 테마로 운

맛집으로 소문난 합천 황매산 오토캠핑장은 어둑해지면 금세

영하는 이곳은 가벼운 캠프닉부터 장박 팜핑까지 가능하다. 체

만석이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해발 850미터에 위치한

험 프로그램은 양송이버섯 수확, 동물 먹이 주기, 친환경 호밀

만큼 기온이 내려갈 것을 대비해 담요를 챙기자. 제1캠핑장이

빨대 만들기, 땅콩 열차 타고 은행마을 둘레길 탐방하기 등 다

다른 사이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별이 더 잘 보인다.

채롭다. 예약은 필수.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331

010-9258-5233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길 150-32

0507-1342-8466

파나소닉 안마의자 출시

EP-MAC9

전문 마사지사의 손놀림을 완벽하게
재현한 섬세함을 구현하다!
파나소닉 안마의자만의 풍부한 테크닉을 갖춘
4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과 긴장을 풀어주는 무중력 스윙 모드로
일상의 지친 심신을 마사지로 빠르게 회복

editor.남혜림 photographer.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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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름을 빛낼 신상 술
새로운 맛의 술이 쏟아진다. 청량한 여름에 어울리는 술을 네 명의 에디터가 마셔 봤다.

별빛 청하 _롯데칠성음료

이슬톡톡 캔디바 _하이트진로

어 본 지도 30년 넘었으나 마시는 순간 몸이 캔
디바의 맛을 기억했다. 향부터 맛까지 완전 복제
했다. 우아, 신기하다. 이슬톡톡 쌍쌍바도 가능
한가요. 반반 똑 떼어 마시는 디자인으로 부탁해
요~ ★★★ / 김규보 더 이상 뭐가 가능하겠느냐

김현정 주변에 별빛 청하로 냉장고 과일 칸을 가
득 채운 사람이 있다. 깔끔한 저탄산에 라벨 디
자인도, 이름도 예쁜 별빛 청하, 정신적 비타민
으로 인정. 냉장고 열면 별이 빛나겠네. ★★★
☆ / 김규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두런두런 이
야기를 나누는 동안 친구가 권하는 술 한잔에

는 질문이 다름 아닌 자신을 가두는 족쇄임을 알

정이 한층 깊어지는 것을 느끼는 별이 빛나는

고 아무도 밟지 않은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도전

밤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

이 있어 인류는 발전한다고 믿는다. 이게 바로

고 믿는다. 이게 바로 ‘별빛 청하’. ★★★★★ /

‘이슬톡톡 캔디바’. ★★★★★ / 강은주 캔디바

강은주 고백할 게 있다. 이미 별빛 청하 다섯 병

와 참이슬이 만나 이처럼 훌륭한 ‘케미’를 이루

을 냉장고에 들여놓고 칠링하는 중이다. 내키면

리라곤 하이트진로와 빙그레 사장님도 미처 생

언제든 꺼내 마셔야 하니까. 청하도 좋은데, 별

각지 못했을 것이다. 둘의 화학반응에 혀끝이,

빛을 더하니 아름답다. 맞다. 이건 아름다운 맛

코끝이 다 달콤해진다. ★★★★☆ / 남혜림 아

이다. ★★★★★ / 남혜림 별빛 청하 선수, 예쁜

이스크림의 최고 존엄 캔디바가 들어갔다니 맛

패키지로 호감을 얻고 시작합니다. 기존 청하와

없을 리가 없죠. ‘술알못’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달리 탄산이 들어가 스파클링 와인 같은 느낌이

낮은 도수, 파란빛 가득한 소다 향에 톡톡 터지

4.4점

는 탄산까지! 제 취향입니다. ★★★★★

드네요. 이름처럼 별빛이 떠오르는 맛입니다.

4.4점

별빛 한 잔, 짠! ★★★★

경상 유자에일 _CU

싸이월드 도토리 ㅁㄱㄹ_(주)우리술

4.3점

김현정 출시한 지 30년 넘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

김현정 ㄱㅣ억ㄴr요, 파도 타고 1촌 순례하던 시
절. 싸이월드 앱 1000만 다운로드를 기념한 막
걸리라는데, 앱과 막걸리가 무슨 관계인지 몰라
도 (주)우리술과 손잡고 만든 막걸리는 고소한
밤 맛이 일품이라 흑역사로 남을 걱정은 없겠다.

김현정 유자 원액을 더한 에일이라니 겁이 났다.
술을 못 먹는 내겐 에일도 익숙하지 않은데 유자
까지 넣어서 더 이상할까 봐⋯. 편견이 이렇게
나쁩니다. 아, ‘유며든다’. 술을 잘했다면 한 캔
다 마시고 싶을 정도예요. ★★★★☆ / 김규보

맛있○ㅓ요! ★★★★ / 김규보 알밤과 막걸리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정신을 고양해 줄 무언가를

럼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이 되길 바란다면 저

만나는 일은 행복이기에 항상 눈을 번쩍 뜨고 유

둘처럼 상대의 개성을 이해하고 북돋우면서 존

자로 만든 에일 같은 혁신적인 사례를 발견하고

중하려는 마음과 노력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믿

자 매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바로 ‘경상 유

는다. 이게 바로 ‘싸이월드 도토리 ㅁㄱㄹ’. ★★

자에일’. ★★★★★ / 강은주 음식 맛보다 술맛

★★★ / 강은주 알밤 막걸리가 달콤함으로 일

에 후한 편이라 별점을 남발하고 말았는데, 완벽

관한다면, 도토리 막걸리엔 한 끗의 고소함이 녹

한인생 브루어리가 선보인 이토록 산뜻한 여름

아 있다. 일기를 끼적이고 공으로 받았던 도토리

맥주 앞에 어찌 박한 점수를 줄 수 있을까. 남해

의 맛처럼 흥미진진한 맛이다. ★★★★ / 남혜

바다가 떠오르는 청량한 맛이다. ★★★★☆ /

림 싸이월드와 막걸리? 조합이 의심스럽지만 국

남혜림 잔에 따르자마자 향긋한 유자 향이 납니

산 도토리와 밤이 들어갔단 말을 믿고 마십니다.

다. 게다가 이 부드러움은 뭔가요? 달지 않아도

이 맛은! 달달한 알밤 막걸리? 도토리는 잘 모르
겠지만 일단 달아서 합격입니다. ★★★★

4.5점

맛있는 술이 존재하는군요. 큰 깨달음을 얻고 계
속 홀짝홀짝. ★★★★

* 5점 만점

에디터 체험기

맛집 탐 방

부산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조지영

1

베르크로스터스

‘찐’하게
한잔,
전포카페거리

커피라는
멋진 여정

부산의 맛과 멋과 흥이 찰랑거리는
전포동으로 간다. 이곳에서 커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아메리카노 5500원 슈가라테 6000원
테이스팅 세트 7000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15
＠ werk.roasters

2018년부터 전포동 골목을 지켜 온 ‘베르크로스터스’가 지난봄 한층 진화한 모습
으로 돌아왔다. 벽면을 가로지르는 전광판과 미끈한 스테인리스스틸 선반이 흡사
공항의 출국 심사대를 떠오르게 하는데, 입구에서 QR코드를 인식해 ‘주문 가이드’
를 따르는 일련의 과정마저 탑승 수속 절차처럼 엄정하다. 우선 블랙과 화이트, 두
계열의 메뉴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때 블랙은 에스프레소 · 아메리카노 · 필터
커피를, 화이트는 라테와 슈가라테를 아우른다. 이것저것 두루 맛보고 싶은 이에
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중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테이스팅 세
트가 제격이다. 메뉴를 고른 뒤엔 8종의 원두 중 하나를 택한다. 자신의 직감을 믿
기 어렵다면 조언을 구해 본다. 스스로를 ‘베르커’라 지칭하는 이곳의 커피 전문가
들이 입맛에 꼭 맞는 원두를 판별해 줄 것이다. 가령 ‘서핑 베이비’ 블렌드는 이 계
절에 어울리는 쾌활한 향미를 지녔다고 귀띔하는 식이다. 주문 뒤엔 짧은 기다림
이 이어지지만, 베르커의 바지런한 손놀림을 구경하느라 지루할 틈은 없다. 커피
를 건네받곤 널찍한 2층으로 올라간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느릿한 음악이 드리
운 공간에 앉아 커피 한잔의 충만감을 음미하는 일뿐이다.

전포동, 한 발짝 더

LP 바의 낭만 음악을 좇아 걷고 또 마신
다. ‘바이닐’과 ‘드링크’를 큼직하게 새겨
넣은 구프는 인테리어만큼 훌륭한 하이
볼과 플레이리스트를 자랑한다. 빼곡한
음반과 술병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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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이다. 부산 여행의 즐거움, 커피 향기가 나날이 그윽해지고 있다.

020

는 셰르는 최근 2층까지 확장하며 성업
중이다. 늦은 밤 허기를 달래기엔 버번위
스키와 근사한 안주를 주인공으로 내세
운 알트콤마만 한 선택지도 없다.

021

이탈리아 사람들에겐 에스프레소가 일상의 일부다. ‘노우 커피 에스프레소’가 지
향하는 바도 그렇다.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문턱이 낮은 에스프레소 바. 커피 문
화에 대해 천천히, 충분히,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공간. 진녹색 외벽과 크림색 차
양, 따뜻한 질감의 나무 벤치가 주는 시각적 안정감 덕분일까, 들어서는 걸음이 유
독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에스프레소가 낯선 초심자라면 달콤쌉싸
래한 카페 피에노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다. 진한 에스프레소에 액체 상태의 생크
림을 얹고 카카오 파우더를 뿌려 내는 이 메뉴는 잔 바닥에 깔린 설탕을 숟가락으
로 골고루 저어 마실 때 온전한 맛을 음미할 수 있다. 노우 커피 에스프레소를 대표
하는 메뉴, 카페 그라니따도 빼놓을 수 없다. 시원한 에스프레소 슬러시 위에 크림
을 얹어 완성하는 이 음료는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로 익히 알려져 있다. 슬러시와

피로를
잊게 하는
한잔

2

노우 커피 에스프레소

크림을 잘 섞은 뒤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살짝 녹았을 때 탁 털어 마시는 재미가 쏠
쏠하다. 이 달콤한 기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면 바나나 푸딩을 곁들여 볼 것.
커스터드 크림과 바나나 과육을 뭉텅뭉텅 썰어 버무린 브레드 푸딩이라 감미롭기
가 이를 데 없다.

카페 피에노 3000원
카페 그라니따(소) 3500원 바나나 푸딩 5500원
부산시 부산진구 동성로 118 1층
＠ know_coffee_

전포동, 한 발짝 더

영감을 주는 편집 숍 이번엔 맛과 멋을 함
께 좇는다. 발란사 부산은 음악이 깃든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자체
제작한 상품부터 희귀한 빈티지 소품까
지 한데 모아 놓았다. 질 좋은 구제 의류
를 가려 뽑아 둔 수집가들, 지금 가장 뜨
거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루프트 베이스먼트도 저
마다 개성 넘치는 취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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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떼 로스터리
필터 커피 5500원 카페라테 5500원
크림바닐라 6500원
부산시 부산진구 동성로 59 2층
＠ hytte_roastery

‘히테(hytte)’란 스칸디나비아어로 별장이나 오두막을 뜻하는 말이다. 과일 가게
와 치킨집이 나란히 들어선 전포동 주택가 건물 2층, 그처럼 정답고 오붓한 공간
이 숨어 있으리라곤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꽃과 풀, 나무를 식재한 싱그러운 테
라스를 지나 화사한 초록색 문 앞에 선다.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카페, ‘히떼 로스
터리’에 닿는 순간이다. 남천동의 소박한 공간에서 출발한 히떼 로스터리는 지난
해 가을 이곳에서 2막을 열었다. 위치는 바뀌었으나 아늑한 정취와 농밀한 풍미는
고스란하다. 필터 커피는 히떼 로스터리의 개성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메뉴
다. 생두 본연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향미가 깃들도록 약배전 원두를 사용하는데,
꽃향기와 과일 향이 올라온 뒤 이어지는 깨끗하고 편안한 여운이 인상적이다. 그
런가 하면 스팀 밀크의 보드랍고 농밀한 질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플랫화이트
와 카페라테도 매력적이다. 노련한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메뉴의 완성도를 한껏
높인 덕이다. 온 동네를 누비느라 흘린 땀을 식힐 요량이라면 크림바닐라가 주효
하겠다. 크림의 산뜻한 촉감, 바닐라빈 시럽의 은은한 당도가 더위에 지친 몸과 마
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균형감
좋은 커피

전포동, 한 발짝 더

이국적인 요리 주점 어둠이 내린 뒤엔 취
흥을 즐긴다. 바오 나이트 마켓은 면, 탕,
튀김, 볶음 등 타이완식으로 조리한 메뉴
를 낸다. 타코와 파히타는 물론이고 테킬
라까지 마련한 멕시칸 다이닝 피플웍스
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흥겹다. 특
급 호텔 출신 주방장들이 모여 홍콩식 바
비큐와 딤섬을 선보이는 저크 플레이버
는 음식과 인테리어가 모두 맛깔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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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STIVAL •

• FESTIVAL •

2022 수원 문화재 야행

2022 익산 문화재 야행

수원

08.12~14

조선 시대 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과 임금이 머물던 화성행궁이 빛으

익산

08.12~14

8월의 밤, 익산의 역사가 고풍스러운 문화재 사이로 흐른다. 백제정원

로 단장했다. 올해 수원 문화재 야행은 기억을 주제로 ‘8야(夜)’ 프로그

앞 쉼터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야심한 별밤여행’과 국보 왕궁리 오층

램을 선보인다. 화성행궁 특별 야간 관람 등 ‘야경’은 기본, 수원화성을

석탑 사리장엄구 모양의 무드 등을 만드는 체험으로 감성을 채우고, 문

완공한 1796년, 동시대를 살았던 가우스와 베토벤, 정조와 사도세자

화유산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백제왕궁 후원을 산책한다. 지역 청년 창

이야기 등을 담아 구성한 이동형 역사 체험극 ‘야사’ <백 투 더 1796>, ‘야

업자들이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는 ‘청년 무왕의 플리마켓’도 진행한다.

식’을 테마로 한 수원 야식 기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니 잊지 말자.

장소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화성행궁광장 일원 문의 031-290-3572

장소 전북 익산 백제왕궁(왕궁리 유적) 일원 문의 157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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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

2022 춘천공연예술제

<가족과 함께하는 썸머브리즈
클래식 콘서트>

춘천

08.09~20

08.05

인천

춘천에서 공연 한마당이 벌어진다. 쿰댄스컴

한국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

퍼니 등 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소개하는

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의 클래식 음악에 빠진

예술제는 ‘살핌’이 주제다. 무용 11개, 음악 9

• EXHIBIT •

개, 어린이 공연 2개 등 총 22개 예술 단체가 참
여한다. 공연 <POOL> 등이 무대를 빛낸다.
장소 강원도 춘천 축제극장몸짓 외
문의 033-251-0545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
서울

05.27~2023.03.05

황금빛 색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을 빛과 음악으로 재해석했다. 압도적 스케일

다. 1부는 지휘자 데이비드 이의 지휘 아래 바이
올리니스트 조진주와 공민배가 바흐의 ‘두 대
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으로 꾸미고, 2부에
서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이다래 작가의
그래픽 영상을 배경으로 연주한다.
장소 아트센터인천
문의 1522-9039

의 전시관에서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 ‘유디
트’ ‘생명의 나무’ 등이 꿈틀거린다. 고화질 프
로젝터, 스피커는 물론 영상 음향 자동화 시스
템과 3D 음향 등 최신 기술을 집약한 몰입형
미디어 전시다.
장소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내 빛의 시어터
문의 1670-2827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 FESTIVAL •

• FESTIVAL •

제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서울
‘우리 (

08.25~09.01

통영

08.06~14

) 만나’를 슬로건으로 여성 영화 축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

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개최된다. 영화제

의 고장, 통영에서 축제가 시작된다. 이순신 장

는 세계 여성 영화의 최근 흐름을 짚고, 아시아

군을 기리는 축제는 고유제, 개막식을 시작으

지역의 국제 여성 영화 네트워크를 소개하려

로 거북선 노젓기 대회, 한산해전 출정식 등으

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10대 여성 감

로 이뤄진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북선 및 선

독 공식 경쟁 부문 ‘아이틴즈’ 섹션이 역대 최

박 100여 척이 참여하는 한산해전 재현 행사

다 출품을 기록해 열기가 뜨겁다.

는 놓쳐서는 안 될 축제의 백미다.

장소 서울 문화비축기지, 메가박스 상암월드
컵경기장 문의 02-583-3598

장소 경남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외
문의 055-64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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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editor.강은주 photographer.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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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공기 막에 싸인 ‘에어리’가 전시장 한
편을 순찰하듯 느릿느릿 움직인다. 얼핏 작은
솜 뭉치처럼 보이지만, 에어리는 인간의 움직임
에 기민하게 감응하는 모듈형 로봇이다. 제 몸에
부착된 태양전지 패널로 일용할 양식, 아니 에
너지를 축적하는 친환경 장치이기도 하다. 건축
스튜디오 바래(BARE: Bureau of Architecture,
Research & Environment)는 에어리의 조립과
해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거 환경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한다. ‘에어 오브 블룸(Air of
Blooms)’은 십수 개의 에어리가 모여 벤치와 나
무 그늘을 만들고, 이내 그들 각자의 자리로 돌
아가 충전을 지속하는 휴식형 공유 공간이다.

바래의 최윤희, 전진홍(왼쪽부터)

여기서 한 차원 나아가 에어리 스스로 최적의
장소를 찾아 결합하고 해체하는 구조물 ‘인해비
팅 에어(Inhabiting Air)’는 기후 위기를 맞은 지

개발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앞에 세

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도를 융합할 수 있는

구의 모든 종을 위한 임시 거처로 기능한다. 바

웠거든요. ‘에어빔’ 역시 단위 유닛으로, 조립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시

래가 상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엔 공기, 모듈,

해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이 폐공장(고려제강 수영 공장)을 재활용해

조립, 공존과 같은 열쇳말이 어른거린다.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요. 바래도 건축 요소를 부수거나 폐기하지 않

바래가 제시하는 주거 환경의 미래가 흥미롭게

2.0>전에도 의자 모양의 공기 조형물 ‘에어레스

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동하고 적응하는 ‘조

느껴집니다. 모듈 로봇 에어리를 상상하게 된

트(Air Rest)’로 참여했죠? 네. 공기가 디지털

립’의 방법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계기가 궁금해요. 오늘날 도시 생활은 자연을

세계의 기본 단위인 데이터와 유사한 속성을 지

충분히 만끽하거나 안정을 취할 여유가 없습니

닌다는 사실을 ‘에어레스트’로 드러내고 싶었어

바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계획이 있다면 소

다. 과밀화된 도심 속에서 오직 휴식만을 위한

요. 공기와 데이터, 둘 다 우리 곁에 있지만 눈에

개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작품을 전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 아

보이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이 전

시 공간 안에서만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바래

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 휴식

시 공간을 찾은 관객은 ‘에어레스트’에 앉아 작

의 아이디어와 실험을 전시장 바깥으로 끄집어

처를 제공하는, 자연 형태를 닮은 인공 구조물을

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를 새롭게

내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

구상한 거죠. 다만 급변하는 사회와 도시의 요구

감각하면서 가시화된 공기와 데이터를 두루 경

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 안에 있는 건축적 아이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손쉽게 조립하고 해체하는

험할 수 있어요.

디어를 가짜, 재현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서울 우사단로를 무대로 한 ‘도킹시티(Docking

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통해 태어난 작

모듈 형태의 구조물을 고안했어요. 전시 주제인
지속 가능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죠.

바래의 작품은 반대로 전시 공간 안에서 원본성
City)’ 연작, 을지로를 조망한 ‘루핑시티(Looping

업이 밖으로 나가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

이런 미래, 우린 바래

공기를 중요한 소재로 활용합니다. 바래의 작

City)’ 연작을 선보이며 도시에 대한 관심을 이

하기를 꿈꿉니다. 가까운 미래엔 바래의 작품을

업에서 공기란 어떤 의미를 갖는 물질인가요?

어 왔지요.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 부산은 바래

더 큰 스케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공기는 이동성, 가변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바

에 어떤 영감을 주는 도시인가요? 물이 들고 나

미래의 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할까?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 <해비타트 원(Habitat One)>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고민하는 아티스트 그룹 바래를 만나 그 실마리를 탐색해 보았다.

래는 2016년부터 공기를 중심 소재로 사용하기

는 풍경, 해변과 파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시작했어요. 지진이 우리 주변을 덮쳤던 시기

어느 도시보다도 자연의 힘을 가까이서 느낄 수

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에어캡(Air

있기에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ap)’과 여러 개의 에어캡을 한데 조립해 피난

전시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애니

처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캡 파빌리온(Air Cap

메이션을 제작해 함께 상영하는데, 그 속에서도

Pavilion)’을 구상했습니다. 이때 모듈이 공간을

부산의 바닷가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 바다를

이루듯, 개인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더 즐거울 겁니다.

보여 줄 수 있었어요. 재난과 공기에 대한 아이
디어는 코로나19 국면으로 이어져 요긴하게 적

건축 환경을 고민하는 아티스트로서 이번 전시

용됐습니다. 음압 병동이 모자랐던 2020년 겨

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

울,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조립식 이동형 음압

차가 모빌리티(기동성, 이동 수단)의 여러 가지

병동 ‘에어빔 파빌리온(AirBeam Pavilion)’을

가능성을 담은 브랜드이니만큼 움직이는 모든

+ 전시 <해비타트 원>

현대자동차는 탄소 배출량을 ‘0’에 수렴하기
위한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 모
터스튜디오 부산에서 2023년 1월 8일까지 열
리는 전시 <해비타트 원>은 한국의 바래, 영
국의 에콜로직스튜디오가 제시하는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첫 세대가 경험할 주거
환경의 미래를 펼쳐 보인다. 문의 1899-6611

테마 여 행

삼척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자연의 빛
속으로
오색찬란한 강원도 삼척을 여행했다. 여름을 담은 바다, 동굴, 계곡이 푸르게 빛났다.

삼척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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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물빛
담벼락에 바다를 그린 골목 같은 작고도 광활한 해안을 거닌다.
다른 무엇도 관여하지 못하는, 여기만의 푸른 바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강원도 삼척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본방송 2022년 8월 6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034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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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바다가 담담하다. 파도를 보내길 반복하지

부남해변이 보여 주는 시간

만 그뿐, 땅을 넘보려 들지 않고 해안만 적셨
다 빠지고 있다. 바위를 철썩 치는 파도 소리

강원도 최동단 삼척은 바다가 어여쁜 고장이

가 메아리인 양 울린다. 조금쯤 검은 구름 틈

다. 해안단구가 선율처럼 이어지는 바닷가

에서 하늘이 파란빛을 수면에 드리운다. 어제

전망 좋은 자리에 북쪽 증산부터 남쪽 고포

도 이랬을, 무궁하게 이러할 풍경이 눈앞에서

까지 해수욕장이 늘어섰다. 용화해수욕장같

선명하게 펼쳐진다. 언제는 파도가 거칠 것이

이 하천과 송림을 배경 삼고 모래사장을 시

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날엔 수면에서 빛

원하게 편 해변이 많거니와, 바닷가에 들러

은 사라진다. 그 또한 저를 순리에 내맡기는

붙은 산이 자락을 둘러 감아 숨긴 비밀스러

바다의 일상일 터. 우리는 성마르게 재촉해

운 해변도 곳곳에 놓였다. 사금산에서 발원

온 일상을 저만치에 둔 채 삼척 바다에 왔다.

한 마읍천이 동해로 빠지기 전에 감싸는 작

파도를 전하고 하늘을 담는 바다의 오늘로,

은 산, 이곳은 산자락에 숨은 부남해변이다.

오롯이 이대로인 자연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부남2리마을회관에서 울창한 숲 사이 길을

맹방
해변

내려오자 느닷없이 바다 풍경이 밀려든다.
길이 300미터, 최대 폭은 겨우 70미터 남짓.
규모는 왜소할지언정 바다는 정녕 아름답다.
깊은 산 기암괴석인 듯 해변 양쪽에 솟은 암
석이, 가뜩이나 해변이 좁아 모여들며 커지
는 파도를 더 활기차도록 움켜쥔다. 담벼락
에 바다를 그린 골목 같은 작고도 광활한 해

부남
해변
036

의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
부남해변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을,
맹방해변에선
BTS <버터(Butter)>
앨범 커버를 촬영했다.
이 외에도 삼척엔
북쪽 증산부터 남쪽 고포까지
해변이 늘어섰다.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바다가 살아 내는 하
루 동안 파도가 일고 돌가루가 떨어지고 사
람이 든다. 모두가 차곡차곡 쌓여, 아마도 수
십억 년 쌓여 오늘을 만들었다. 어느 날 바람
이 더욱 거세 물결이 보다 높았다면, 누가 알
겠는가. 그것이 지금과 전혀 다른 풍경을 빚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뒤에선 바싹 다가

는 시초가 되었을지. 모래 낱알조차 물빛 찬

온 산자락이 바깥세상을 감추었다. 다른 무

란한 부남해변을 완성하는 주역이다. 아무렇

엇도 관여하지 못하는, 여기만의 바다.

게나 눙치고 지나치기 쉬운 일상이 결국 굉

모래사장 끝에 다다라 암석에 손을 맞댔다.

장한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삼척 바다는 저

부남해변 암석은 형성 시기가 규명되지 않았

를 통해 드러낸다.

다. 다만, 부남해변과 가까운 덕산항 인근 암

부남해변을 빠져나와 북쪽 맹방해변에서 바

석 지형만은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에서

다 여행을 마무리한다. 이제는 하나도 감추지

5억 7000만 년 전에 이르는 선캄브리아기에

않는 탁 트인 바다가 아주 먼 저기에서 수평

조성됐다고 추정한다. 이 암석도 그즈음이었

선을 긋고는 은근하게 파도를 내보낸다. 기나

을까. 셈하기 힘든 가마득한 세월이다. 몇몇

긴 바다의 삶, 영원한 일상이 이 순간 물빛을

암석은 바다에 홀로 섰다. 모이고 흩어지길

닮아 푸르다. 여기서도 바다에 몸을 던져 푸

되풀이하는 파도가 육지와 연결된 부분을 깎

른 순간을 마시고 마음을 축이는 사람들. 모

아 버렸다. 바위가 물에 침식되는 시간을 가

래를 집었다가 손을 펴니 바람을 따라 미세하

늠해 보려 해도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다. 부

게 휘며 다시 땅에 닿는다. 순리에 내맡기는

남해변은 그저 아름답고, 산을 넘어서 비밀

자연의 찰나가 삼척을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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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바 없고 끝내 밝혀지지 않을 동굴의 시간.
그러나 이 암흑 속에서 동굴은 오랜 시간 생명을 길러 왔다.

관광열차인 바다열차가 삼척해변역과 강릉역을
오간다. 삼척에서 가까운 KTX 정차역은 동해역이며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해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대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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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비롭다는 표현은 영겁만큼 부족하다.
속 깊은 덕항산이 품어 낸 경이로운 우주에
압도된 채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긴다. 수증
기가 피어났는지 사방이 뿌연 동굴 한편에서
차라리 눈을 감았다.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사소하다.
대금굴은 5억 3000만 년 전쯤부터 퇴적된 지

대금굴은 바다에서
융기한 것이다.
2003년에 발견해 2007년
개방했다. 종유석, 석순 등
동굴 생성물이 발달했고
수량이 풍부하다. 동굴
입구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갈 수 있다.
문의 033-541-7600

형이 엄청난 지각변동으로 인해 바다 위로
솟구친 것이다. 대금굴뿐 아니라 삼척 대이
리 동굴 지대의 환선굴, 관음굴, 양터목세굴
등이 다 바다에서 융기했다. 땅과 바다의 사
연을 속속들이 알 방도는 어쩌면 영영 없다.
과학으로 해명하고 검증하면서 차근차근 가
려내는 현재도, 대금굴에선 석회 성분을 머
금은 물이 종유석과 석순을 만드는 중이다.
어딘가에서 나타나 수분을 날리고 굳어 가다
돌이 되는 한 방울의 경로를,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까. 많아 봐야 하루에 한두 방울, 위에
서 떨구는 물로 동굴 지형은 1년에 0.1밀리미
터 정도 자란다. 100년에 1센티미터, 1만 년
에 1미터. 족히 수 미터에 달하는 기다란 종
유석과 석순이 그렇고, 무게를 견디다 못해
부서져 나뒹구는 돌덩이는 짐작이 불가능한
세월을 지나왔다. 계단과 평탄한 길이 가쁘
게 교차하는 드넓은 먹빛 세상을 가까스로
헤아려 보았다. 저 어둠 안에는 밝혀진 바 없
고 끝내 밝혀지지 않을 시간이 있다. 영영 모
해발 1071미터 덕항산이 태백산맥 줄기다운

어두운 대금굴에서 자라는 생명

풍채를 과시한다. 통 크게 벌리고 거침없이

대금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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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대도 대금굴은 부남해변처럼 아름답다. 사
람들은 느리게 동굴의 한때를 보낸다. 몰아

뻗은 등성이가 물결 되어 흔들리는 협곡을 짚

대금굴 동선은 모노레일이 정차하는 은하역

치려 한 어제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아

어 나간다. 길은 계속되나, 굽이가 요동쳐 지

에서 시작한다. 낮게 내려앉은 동굴에 아슬

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우리에겐 오직 지금

척의 길마저 예상하기 어렵다. 능선이 하늘에

아슬 걸친 길을 밟아 나아갔다. 영겁을 간직

만이 남았다.

겹쳐 보이는 아득한 바닥을 시나브로 올라 해

한 돌덩이들이 당장 쏟아질 기세로 이 구석

석순 하나를 살피는데 길이가 몇 밀리미터에

발 300미터 근처 대금굴 주차장에 도착했다.

저 구석 모든 곳에 매달렸다. 철제 계단 아

불과한 생명체가 보인다. 낯선 시선을 알아

또 올라가야 한다. 승강장까지 10여 분 걸어

래서, 때론 바로 옆에서 암흑을 뚫고 튀어나

차린 등줄굴노래기가 부단하게 꿈틀거린다.

서 모노레일을 타고 위로, 내리 위로. 태백산

온 물줄기가 세차게 움직인다. 천장에 늘어

동굴에 생명이 산다. 저들의 이 우주도, 별들

맥이 친 능선의 깊디깊은 속을 향해 가다가,

진 종유석과 밑에서 돋아난 석순, 온갖 돌덩

의 우주도 무궁하며 광대하다. 대금굴은 시

이윽고 먹빛 세상을 만났다. 대금굴이다.

이와 물의 경관이 장중한 교향곡을 연주한

간과 생명에 관한 별빛 같은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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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
소한계곡이 여름을 다정하게 맞이한다. 계절의 꽃잎을 터뜨려
넌지시 내보이는 이 길은 다음 계절에도 그만의 향내를 건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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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을 품어 내는 소한계곡

풀빛 흐드러진 계곡 길은 완만하면서 기분 좋
게 아담하다. 울창한 나무와 수풀 틈에 노랗고

다시 맹방해변에 가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

보란 야생초들이 피었으며 그늘진 자리에는

다. 들판을 가로지른 다음 초당저수지 길을

벤치가 놓였다. 나뭇잎 서걱대는 소리, 계곡물

따라 이동해 갑봉산 초입에 당도했다. 산맥

흐르는 소리, 새가 재잘대는 소리가 연이어 들

에 올라타 바다로 전진하던 수림이 계곡 끝

린다. 줄곧 걷고 있지만 서느런 공기로 호흡하

자락을 에워싸고 쉬는 곳. 숲이 구슬땀인 듯

니 더는 땀이 나지 않는다. 벤치에 앉아서 귀

습기를 자우룩이 뿌린다. 끈적거리기보다 더

를 열자 자연의 안온이 증폭되어 날아든다. 인

위를 식혀 주는 시원스러운 공기다. “계곡물

간이 퍼붓고, 떠밀고, 내쫓으려 애쓰는 동안

이 차가워 여름에도 선선해요. 소한계곡 물

소한계곡은 여름을 다정하게 맞이했다. 계절

은 연평균 수온이 12도에서 14도 사이로 거

의 꽃잎을 터뜨려 넌지시 내보이는 이 길은 가

의 일정하거든요.” 민물김연구센터 김동삼

을과 겨울, 봄에도 그만의 향내를 건네겠다.

박사가 소한계곡 탐방에 동행하기로 했다.

계곡 폭이 넓어지는 길목에 안착해 부푸는 내

민물김은 이름 그대로 민물에서 나는 김이

음을 들이마셨다. 가슴에 담기는 여름이 꽃잎

다. 1960년대까지 강원도 몇몇 지역에서 확

을 벌린다. 꽃이 분분한 길, 사람이 선해지는

인했으나 자취를 감췄고, 오늘날엔 소한계곡

자연에서 짙고 긴 평안을 얻었다. 아직 더 가

이 한국에서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졌다. 연

야 한다. 휴식을 끝마치고 비탈을 15분가량 걸

구센터를 출발해 계곡에 들어섰다. 얼마 전

어 소한굴에 닿았다. 계곡물이 나오는 굴 곁에

비가 온 덕분에 계곡물이 콸콸 흘러내린다.

는 수온을 측정하는 장치가 달렸다.

“민물김이 나는 조건은 까다로워요. 수온, 기
온, 조도, 유속, 유량을 포함한 환경조건이 하
나만 어긋나도 자라지 못하죠. 매일 아침저녁
으로 확인해야 해요.” 조심스레 돌을 밟아서
물줄기 가운데로 간 김동삼 박사가 장치를 살
피며 말했다. 아무리 늦어도 5월부터 계곡물
속 돌에 붙어 성장하는데, 유난히 가물었던

소한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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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에서 본 영원한 빛
민물김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생한다고
알려진 소한계곡엔
반딧불이덩굴터널,
전망대, 관찰 덱 등
탐방로가 조성돼
편히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33-570-4426

센터로 돌아와 양식장을 봤다. 계곡물을 흘
려보내는 시설에서 민물김이 자라고 있었다.
풀빛에 젖은 물줄기가 윤슬처럼 반짝였다.
그가 민물김 한 장을 내밀었다. 처음엔 고소
하다가 씹을수록 감미로워지는 맛. 소한계곡

올해는 여름인 여태껏 민물김을 찾기 힘들다.

의 분분한 꽃 내음이 떠올랐다. 궁금해서 물

가뭄이나 홍수, 폭염이나 한파가 연속되는 이

었고 그는 대답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상기후의 원인에 인간의 몫은 얼마나 될까.

두고 고향 삼척에서 민물김을 연구하겠다 결

인간이 융성하고 생명은 멸종하는 이 시대를

정했을 때 주변에서 무던히도 만류했다고,

미래는 어떻게 기록할까. 소한계곡에서 민물

그렇게 힘들어도 값진 일이어서 정말 즐겁다

김이 사라진다면 민물김은 멸종 식물이 된다.

고 말했다. 어느덧 삼척의 일상이 지는 해와

다행히 그는 양식을 시도해 왔다. “2018년 센

함께 잦아들지만, 내일도 이 땅의 생명들은

터에 부임해 열심히 연구했어요. 지난해 양식

뜨겁게 살아 낼 것이다. 오늘이 소중하기에

에 성공했고요. 이제 시작이죠.”

결국 영원히 빛나게 될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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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keeps me separated from the outside world.

from the darkness. The stalactites hanging from the

The beach gives me a sense of seclusion. My tour of

ceiling, stalagmites rising from the floor, rocks of all

Samcheok’s beaches ends at Maengbang Beach. The

shapes and sizes, and water come together to form a

vast waters draw a horizon far off in the distance,

grand symphony. Describing them as magical would

and gently rolls out a series of waves. I grab a fistful

be an understatement. Human presence is quite

of sand, and then let it fall. The wind carries it down

insignificant against the grand scale of nature. Back

back onto the ground. Samcheok is in harmony with

at Maengbang Beach, I turn west. The forest that had

the flow of nature.

been heading towards the ocean along the mountain
ridge stops to rest at the edge of Sohan Valley. Similar

The Timeless Allure of Daegeumgul Cave

Samcheok,
Into the Light of Nature
In Samcheok, a coastal city in Gangwon-do Province, nature is shining in a brilliant blue.

The sea is calm. It sends out wave after wave, but slips

to how beads of sweat form on your forehead, the trees
release water into the atmosphere. The cool air helps

I arrived at Daegeumgul Cave. Treading carefully

to keep off the heat, and does not leave you feeling

on the track, I make my way through the low-ceiling

sticky. Sohan Valley is Korea’s only native habitat of

cave. The rocks that have withstood the test of time

freshwater laver. Soon, freshwater laver will fill up the

are hanging above and all around. At the foot of

valley. At this beautiful valley, I was again struck by

the stairs, there are streams of water shooting out

Samcheok’s diverse species and their passion for life.

Bunam Beach, a Natural Retreat

out after wetting the shore. The sound of the waves
crashing on the rocks echoes throughout. A glimpse

The forest trail leads to an unexpected view of the

of the blue sky can be seen between the gray clouds.

ocean. The lovely beach before me is Bunam Beach,

The spectacular scenery seems to stretch on forever.

300 meters in length and only 70 meters wide. The

The sky and the sea in Samcheok are as vibrant as

rocks at both ends make the shore narrower, infusing

can be, just as they have been all along.

the waves with more energy. The mountain to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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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삼척의 볼거리 & 먹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궁극의 휴식 EP-MAC9

여름휴가 철을 맞아 몸과 마음이 들뜨는 시기다. 그만큼 잦은 야

이 여름, 파나소닉이 안마의자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 EP-MAC9을 선보인다.

보면 어떨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뭉쳐 있는 근육을 전문가의 손

외 활동으로 피로감과 중압감도 높아지기 쉬운 때다. 불쾌지수
가 치솟는 날씨에 온몸이 찌뿌둥하다고 호소하는 이도 적지 않
다. 온전한 안식이 간절한 지금, 프리미엄 안마의자 업계를 선도
해 온 파나소닉의 신제품 EP-MAC9이 제안하는 휴식법을 따라
길처럼 공들여 풀어 주는 EP-MAC9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

삼척해상케이블카 천혜의 자연을 품은 삼척에서도 청정하기로 유

→

→

© 삼척시청

도록 도와줄 것이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바다에 터널, 숲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뛰어난 기술력으로 장인 정신을 계승한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나소닉 안마의자 EP-MAC9은 서른두 가지에 달하는 마사지
동작을 수행한다. 주무르기, 두드리기, 혼합, 지압, 문지르기의
기본 마사지 기법과 부위별 자동 마사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가
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전신을 둘러싼 에어백은

명한 장호해변 바다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상쾌하다. 삼척해상케이

같은 풍경을 보여 준다. 궁촌정거장과 용화정거장을 왕복하는 길이

블카는 용화리와 장호리를 잇는 874미터 구간을 중간 철탑 없이 온전하게

5.4킬로미터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기암괴석과 곰솔 숲을 통과하고 레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운행한다. 바닥이 유리인 덕분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저 쇼를 연출하는 터널을 지난다. 특히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의 장관을 손에

배가 드나드는 포구의 정취를 더욱 짙게 느낄 수 있다. 인근에 장호비치캠핑

잡힐 듯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바닷가 구간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중간에

손놀림을 완벽하게 재현해 낸다. 그런가 하면 의자 하부의 에어

장과 각종 펜션 등 숙박 시설은 물론이고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어촌체험

들르는 휴게소는 바다 사진을 찍기 맞춤이다. 셔틀버스가 두 정거장을 오가

백과 지압 돌기는 발바닥의 아치를 시원하게 눌러 하반신의 피

마을 같은 여행지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편도로도 편하게 이용한다.

로를 풀어 준다. 특히 에어백이 발 전체를 지압하고 경직된 근육

문의 1668-4268

문의 033-576-0656

을 정확히 짚어 내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알맞은 압력으로 근육을 두드리고 주무르는데, 30도의 가동 범
위로 등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는 마사지 동작이 안마 전문가의

EP-MAC9이 선사하는 휴식의 시간
자연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은 EP-MAC9의 유선형 프레임은 머
리부터 발끝까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
계했다. 등이 닿는 부분의 큰 곡선은 번데기 형태, 머리덮개는 날
개를 펼친 나비 형태라 온몸을 편안하게 받친다. 누운 채 각도를
133~145도로 젖혀 하늘을 나는 듯한 무중력 스윙 모드를 경험해
봐도 좋다. EP-MAC9과 함께라면 눈도 귀도 즐겁다. 다크 브라
운과 라이트 블루 두 가지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근사하게
조화를 이루며, 목 받침 부근에 부착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
하면 음악과 함께 활력 넘치는 마사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장독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10여 년 전 고향 삼

→

→

문의 02-533-8452

덕산횟집 이런 뚝심을 또 어디서 찾을까. 1995년 문을 연 이후 거의

척에 돌아온 김옥화 대표가 솜씨 제대로 발휘하는 집이다. 대표 메뉴

30년간, 매일 새벽 어판장에 가서 갓 잡은 물고기를 좋은 것만 고르고

고등어조림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양념이 되레 맛을 끌어올리는 가운

골라 가져왔다. 조미료는 배제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먹기만 해도 힘이 나도

데, 부드러운 고등어 살이 양념과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린다.

록 성실히 음식을 만들었다. 접시엔 장식을 하나도 놓지 않는 대신에, 오로

고추 · 감자 · 대파 · 무를 농사짓고 조개도 직접 잡아 해감까지 해서 쓰는데,

지 회만 더 이상 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올렸다. 그렇게 모둠회, 물

이 또한 싱싱해 반찬이 맛깔나다. 메뉴판에 갈치조림, 청국장, 된장찌개도

회, 알밥, 매운탕을 손님에게 한결같이 내 왔다.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을

적혔다는 사실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까. 회든 물회든 무엇이든 다 훌륭하다.

문의 033-573-8443

문의 033-57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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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 고

횡성

종횡무진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횡성 기행
강원도 횡성이 거느린 두 개의 KTX 역,
횡성역과 둔내역 사이를 종횡무진했다.
한껏 달리고, 맛보고, 쉬어 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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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횡성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횡성루지체험장 실제 도로를 코스로 활용해 주행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탑승권 한 장당 3000원의 횡성관광상품권을
제공하니 살뜰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33-342-5503

1
달려요
횡성루지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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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역에 도착한 강릉선 KTX 열차가 한 무리의 승객을 내

대로다. 횡성 땅에 살던 옛사람들은 보고 싶은 이를 만나거

려놓고는 저만치 멀어져 간다. 승강장을 둘러싼 겹겹 능선

나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 이 관동대로를 두 다리로 오르

이 아스라하니, 비로소 횡성에 왔음을 실감한다. 고속도로

내렸을 테다. 깊고 깊은 골짜기를 흐르는 험준한 길, 오늘

도, 고속철도도 없던 시절에 비하겠느냐마는, 횡성은 여전

날의 42번 국도가 바로 이 관동대로를 따라 난 도로다. 횡

히 첩첩산중이란 말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는 고장이다. 산

성루지체험장은 42번 국도의 옛길에 있다. 2012년 전재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낭떠러지를 실감나게 재

과 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계절, 마침 단비를 잔뜩 머

널이 생긴 이래 쓰임을 잃고 방치되었던 우천면과 안흥면

현한 트릭 아트를 지나면 괴물 나무와 폭포, 반

금은 숲이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활기를 뿜어내고 있다. 우

사이 고갯길이다. 여느 루지 체험장처럼 코스를 새로 만들

짝반짝 별이 빛나는 우주 터널을 차례로 맞닥뜨

리의 여정은 저 푸른 산을 내리닫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지 않고 이 길을 재활용했으니, 시대정신에 부합한 친환경

린다. 매화산 골짜기의 수려한 산세를 구경하다

놀이터인 셈이다.

가, 숲에서 밀려온 시원스러운 바람을 맞다가,

시작점은 전재 정상이다. 매표소에서 헬멧을 챙긴 뒤, 전기

짜릿한 가속 구간을 지나면 어느덧 ‘FINISH’라

카트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올라간다. 2.4킬로미터의 기

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아, 이토록 눈 깜

수백 년 전 한반도에는 산천을 가로지르는 아홉 개의 ‘대

나긴 길은 한때 구불구불하기로 악명 높았으나, 루지를 타

짝할 새 끝나다니.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

로’가 있었다. 여기서 대로란 이름처럼 크고 잘 닦인 길이

고 달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흥미진진한 코스가 됐다. 시속

다. 안 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

아니라, 어명을 방방곡곡 전하기에 용이한 길을 가리킨다.

25킬로미터. 숫자만 보곤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루지 위

다는 루지 아닌가. 새로운 마음으로 헬멧을 움켜

그중 경관이 가장 수려하기로 이름났던 것이 서울 흥인지

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상상 초월이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쥔 채 두 번째 탑승권을 끊고 저 까마득한 고개

문부터 강원도 평해(오늘날의 경북 울진)에 이르는 관동

동안,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물리 현상을 온

를 다시 오른다.

관동 옛길 따라 시간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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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안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은 누가 뭐래도 ‘안흥’ 아

프로그램이 열리는 모락모락찐빵관으로 들어서자 ‘안흥찐

닐까.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분이 느긋하고 달콤해지는 안

빵 송’의 신나는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찐빵을 맛보고 만드

흥찐빵의 고장, 안흥면 안흥리. 횡성루지체험장이 위치한

는 과정이 가사에 담긴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입과 귀

우천면 오원리와 나란히 붙어 있는 이웃 마을이다. 전재터

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새하얀 반죽 주물주물, 새하얀 막

맛봐요

널을 지나 서동로를 죽 달리면 주천강(酒泉江)을 맞닥뜨

걸리 콸콸콸.” 2절에 접어드는 노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찐

리는데, 이를 우리말로 풀어 쓰면 ‘술샘’이다. 먼 옛날 이곳

빵을 만들어 본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물을 길어 막걸리를 빚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강

‘안흥찐빵 송’이 설명하듯, 안흥찐빵 반죽에는 본래 막걸리

위에 놓인 실미교를 건너자마자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인

가 들어간다. 1960년대 안흥면은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이 나타난다.

는 이들이 잠시 쉬어 가던 교통 요지였는데, 이 동네에서
막걸리를 팔던 가게 주인장이 술을 넣어 숙성한 반죽으로

콧노래 부르며 찐빵 만들기

찐빵을 쪄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허기와 피로에 지친
객들에게 단돈 5원에 찐빵과 시래깃국 한 그릇을 주었다.

누구보다 먼저 손님을 맞는 것은 마을의 마스코트 빵양과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이만큼 값싸고 든든한 에너지원도

팥군이다. 도깨비도 물리치는 용감한 팥군, 포슬포슬하게

없었을 테다. 오늘날 대중화된 안흥찐빵의 기원은 1990년

갓 쪄 낸 빵양의 사랑스러운 인사에 가슴께가 간질간질하

대 안흥면사무소 앞 찐빵집에서 찾을 수 있다. 고랭지 채소

다. “얌냠냠 살짝 베어 물면 달달한 팥이 사르르르!” 체험

를 팔러 강릉과 서울을 오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찐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하며,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찐빵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초코스모어쿠키’와
‘팥아몬드초코칩쿠키’를 만든다. 컵 만들기, 팥 찜질팩 만들기
체험에 도전해도 좋다. 문의 033-344-5990

소문난 이 집 찐빵이 TV에 등장했고, 전국에 알
려진 것이다. 안흥찐빵은 이를 계기로 안흥을 넘
어 횡성을 대표하는 명물이 됐다. 그리하여 오늘
날 찐빵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까
지 망라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이 개장하기
에 이른다.
이곳에선 안흥찐빵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1차 숙성한 반죽을 제공한다. 이것을 다섯 덩이
로 나누어 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굴리면 우리에
게 익숙한 찐빵 형태가 된다. 재미있는 시간은 지
금부터다. 흰 찐빵 위에 말차와 단호박 등을 넣은
색깔 반죽으로 장식을 만들어 얹는다. 꽃, 나비,
애벌레, 외계인,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의 얼굴을 그리며 정성껏 빚는다. 짠~ 마침내 그
이의 손에 쥐여 주고 싶은 찐빵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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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호수길 5코스 마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며 자연히 생긴
A코스, 탐방객을 위해 새로이 닦은 B코스가 있다. A코스는
망향의 동산에서 출발해 원두막 쉼터를 반환점 삼아 한 바퀴
도는 길이고, B코스는 A코스의 원두막 쉼터에서 출발해 목선
모양 전망대인 횡성호 쉼터를 찍고 원두막 쉼터로 복귀하는
길이다. 문의 033-343-3432

3

쉬어 가요
횡성호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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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수면 위에 찐빵처럼 뽀얀 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기 저 구멍은 딱따구리가 쪼아 놓은 거예요. 딱따구리는 죽

이곳은 갑천면 구방리의 횡성호수길 5코스다. 총 6개 코

은 나무를 쪼는 습성이 있지요.” 탐방로를 한 발짝씩 내디

스, 31.5킬로미터에 이르는 횡성호수길 탐방로 중 가장 사

딜수록 그의 손길이 점점 바빠진다. “인적이 드물 때는 노

랑받는 구간이다. 푹신한 흙이 깔린 완만한 길이라 누구든

루, 고라니, 토끼가 깡충대며 이 근방까지 나와요. 날짐승

걷기 쉽고, 숫자 ‘8’이 누운 모양으로 원점 회귀하는 순환

은 어떤 것들이 사느냐고요? 철새는 오리, 텃새는 꿩, 비둘

한편이 찡하다. 탐방로 시작점인 망향의 동산 옆

코스라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의 성취감이 남다르다. 활엽

기, 백로가 있지요. 참, 가마우지도 여기 살아요. 물고기 사

에 자리한 화성 옛터 전시관에 가면 진짜 필름

수림와 침엽수림이 공존하는 숲,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

냥하는 솜씨가 기막히답니다.”

사진으로 기록한 이곳의 옛 모습을 만난다. 전시

정된 맑고 깨끗한 호수를 끼고 걷는 길이니 그 아름다움이

은사시나무 군락에 이르렀을 때, 잠시 숨을 돌리고 쉬어 가

관 앞엔 중금리 탑둔지 절터에서 발견한 2기의

야 말할 것도 없다.

기로 한다. 숲속에 들어앉아 호수를 바라보니, 검고 가느다

귀한 삼층석탑도 서 있다.

란 은사시나무 뒷모습이 꼭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의 프레

“여름엔 이렇게 숲 그늘에 가만히 앉아 물을 바

임처럼 수변 풍경을 구획한다. 문득 상상한다. 먼 옛날 이

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만큼 좋은 것도 없어

곳의 모습은 어땠을까? 횡성호는 갑천면 대관대리에 횡성

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나, 놀라

“여기 좀 보세요. 청설모가 잣 껍질을 이렇게 까 놓았지요.”

댐을 건설하면서 형성된 호수다. 댐 완공 후 구방리, 중금

곤 하죠. 하나, 둘 이별한 사람들이 떠오르거든

횡성호수길을 5년간 지켜본 고범수 문화관광해설사만큼

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 마을이 수면 아래 잠겼

요.” 공근면 덕촌리에서 나고 자랐다는 고범수

탐방로 생태계에 훤한 이도 없을 것이다. 정말이지 나무 밑

다. 학교도 하나 있었다고 한다. 이름은 화성초등학교. 지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가 물처럼, 삶처럼 흐

동에 이빨 자국 선명한 잣 껍질 조각이 흐트러져 있다. “저

금까지도 이 초등학교의 동창회가 열린다는데, 괜히 마음

르는 순간이었다.

은사시나무가 춤추는 숲으로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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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 절 이 여행

editor. 김현정 photographer. 이규열

영주

흥미진진
오늘의 기술로 어제의 세상을 연다. 경북 영주 선비세상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정수, 선비의 세계를 생생하게 만난다.

영주 선비세상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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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영주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풍기역에도 정차한다.
선비세상에서는 풍기역이 가깝다.

선비세상은 선비의 삶과 정신,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다. 8월 15일까지 임시 개장한 뒤 9월 3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문의 054-630-9700

고색창연한 한옥으로 들어간다. ‘더불어 살다’라는 문구가 먼저 맞

체험·관람 공간을 배치해,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어렵다. 거의

고, 이어서 대형 화면에 영상이 펼쳐진다. 겉은 한옥인데, 널찍하

모든 시설이 인터랙티브 기능을 갖추어 직접 터치하고 실행하는

니 시원한 내부는 첨단 시설이라 그 대비가 재미있다. 붓으로 그린

가운데 선비의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듯한 영상의 주제는 선비가 생각한 집의 의미다. 조화, 정신, 성찰,

한옥문화관에서 화면으로 선비와 한옥의 관계를 보면서 집의 의

존중, 품격, 비움, 베풂 등 선비가 추구한 가치가 한옥 공간 곳곳에

미를 생각하고, 실제 크기로 재현한 선비의 방에 이르렀다. 맞은편

구현되었음을 깨닫는다. 투자와 과시가 아닌 공존과 수양이 목적

벽에는 선비의 하루를 글과 그림으로 게시한다. 조선 선비의 기록

인 집. 단순히 옛집으로서 한옥을 넘어 선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 뜨기 전 일어나 공부하고, 아침엔

서 한옥을 재발견한다. 영주가 보여 주는 선비세상이다.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독서를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 다시 자
신을 살핀다. 독서·사색·교류·글쓰기·교육으로 하루를 채우는

신나는 체험형 전통문화 테마파크

삶이라니, 학문과 사고의 깊이가 어디까지 미쳤을까 싶다.
그 옆에서는 ‘구구소한도’ 풍습을 터치스크린으로 체험한다.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고장 영주에 선비세상이

린 겨울날,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81송이 매화를 하루하루 칠하

문을 연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근처, 96만 제곱미터(약 29만 평)

다 마침내 완성하고 문을 열면 매화가 피어 있는 정취. 문살 종류

면적에 10여 년을 준비한 전통문화 테마파크다. 서원의 발상 도시

를 고르고 백매, 연분홍매, 홍매 중 선택한 다음 색칠을 해 나만의

답게 주제는 한국 정신문화의 정수라 할 선비다. 전국에 한옥마을

구구소한도를 그리는 사이, 봄을 이토록 아름답게 맞이할 줄 알았

이나 전통 관련 전시관이 많지만 선비의 삶과 정신세계를 속속들

던 옛 선비의 마음이 되어 본다. 책만 읽어서야 선비가 되지 못하

이 체험하도록 구현한 시설로서는 단연 돋보이는 곳이다.

는 법이다. 이어지는 방은 문득 어둠에 잠기고 영주의 풍경과 소리

선비세상은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등 여섯 개 촌으

를 담은 영상이 시작된다. 영상에 홀려 가만히 앉는다. 사색과 비

로 나뉜다. 각 촌마다 문화관·공방·극장·놀이방처럼 주제에 맞는

움. 머리에 넣은 지식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지금 우리는 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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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벼룩시장이나 퍼레이드가 열리는 선비마당을 지나 한식촌
에 들어선다. 주제어는 ‘바르게 먹다’. 제 고장에서 제때 나는 재료
로 과하지 않게, 재배한 이와 굶주리는 이를 헤아리면서 먹는 일은
건강의 비결이자 선비로서 지녀야 할 삶의 태도였다. 마루에 놓인
소반 역시 상에 모니터를 설치한 체험 시설이다. 인삼속미음, 꿩
탕, 가지모점이 같은 음식을 골라 나만의 밥상을 만든다. 조리법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하다. 삼신상, 돌상, 책거리상,
혼례상 등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에 차린 밥상도 구경한다. 한지촌
으로 건너가는 길에는 영주의 자랑 소백산이 선비세상의 기와지
붕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다워 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마침 정
자를 세워 놓아 다리를 쉬기 좋다.
한지촌에서는 전통 종이인 한지를 제조하는 체험이 기다린다. 전
문가의 안내를 따라 대나무 발에 종이를 뜨고 한지를 완성하는 데
30여 분. 지금껏 종이를 사용하기만 했지, 생산한 경험은 처음이라
감격스럽다. 열을 가해 건조한 한지가 뜨끈하다. 현대에는 기계의
도움을 빌린다지만 과거엔 과정 하나하나가 훨씬 오래 걸렸다. 사
람의 손과 지혜, 기술, 시간이 모여야 종이가 만들어진 시절, 한지
선비세상은 18미터 길이의 대형 자동인형극을 관람하는
한복촌을 비롯해 한옥,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촌으로
구성했다. 공연과 작은 결혼식 등이 가능한 시설도 마련했다.

한 장이 얼마나 귀했을까. 종이를 앞에 두고도 글을 쓰려면 또다시
기다림이 필요했다. 벼루에 물을 부어 먹을 가는 동안 말을 고르고
정말 해야 하는 말인가, 오류는 없는가 성찰한 끝에 마침내 붓을
잡았다. 그런 시간이 한 사람을 선비로 키웠다. 우리가 선비가 되

게 바쁜가.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몇 분간이라도 집중해 들

지 못한 이유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을 여유조차 없는가. 머리에 욱여넣고 성과를 뱉어내기 급급해, 멈

한글촌은 “나랏말 미”로 익숙한 <훈민정음 언해본> 탁본을 비롯

추어 소화하고 감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어두운 방

해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한글 원리를 깨치며, 올바른 한

에서 영주를 감상하며 여백을 즐기는 능력을 가다듬는다.

글맞춤법을 게임하듯 알아보는 체험을 마련했다. 전래동화극장,
그림책방, 대형 실내 놀이터도 있어 아이와 방문한 이에게 더할 나

만지고 감상하며 재미있게, 깊이 있게

위 없겠다. 한음악촌에서는 빈백에 편안히 기대 앉아 전통음악을
듣는다. 목재로 지은 건물 음향이 훌륭하다.

이제 겨우 한옥촌이다. 그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다른 촌도 체험
하고 느낄 거리가 풍부하겠다는 기대 반, 조급함이 반이다. ‘품격

선비가 되어 보는 하루

을 입다’라는 문구가 맞이하는 한복촌은 선인의 옷차림이 주제다.
선비의 일상복과 갓은 물론 과거 급제자에게 임금이 하사한 어사

여섯 개 주제로 구성한 공간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운다.

화를 단 복두(모자)도 비치해 기념사진을 찍는다. 무엇보다 오토

‘구구소한도’를 그리고, 한지를 만들고, 그 한지에 붓펜으로 편지

마타 인형극이 하이라이트. 무려 18미터 길이에 걸쳐 진행하는 자

를 써 부치고, 다례를 배우고, 영상을 감상하고, 한옥과 한옥 사이

동인형극이다.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 영주 곳곳과 한강,

길을 걸으며 건물과 산의 어우러짐에 감동하는 일로 하루를 채웠

한양 경복궁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주 도령이 진정한 선비로 성장

다.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모두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 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시간 여행이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과

예쁘고 신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감탄했다. 미디

거는 흘러갔고 역사책 같은 글로나 전할 뿐이다. 선비세상은 선비

어아트관에서는 선비가 이상향으로 여긴 중국 무이구곡과 영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첨단 기기로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레 새기게

죽계구곡을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눈을 사로잡는다.

한다. 잘 놀고 나니 정신이 남는다. 물론 추억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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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여행

editor.김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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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대한 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전국 곳곳의 독립운동가 생가에서 그들의 뜻을 기린다.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줄기세포 치료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쥬비네이션의 대표 주자, 청담셀의원의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부산

양평

해남

홍성

박차정 의사 생가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

지강 양한묵 생가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규칙적

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이 여기

으로 운동하는 현대인이 많다. 과거 건강관리는 중· 장

에 속한다.

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점을 미리 알

20~30대도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항노화 의학 트

고 노화에 대비할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건

렌드도 변하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에 행하

강 지도를 그렸다면, 현재 건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

던 ‘리쥬비네이션(재생 ·회춘술)’에서 ‘프리쥬비네이션

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청담셀의

(예방 목적 재생술)’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청담셀

원은 혈액에서 얻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암· 만성질

의원 조찬호 원장은 프리쥬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

환 검사를 시행한다. 이들 요소를 활용할 시 건강 계획

방주사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

을 보다 면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조찬호 원장의 설

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명이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이미 병에 걸리거나 노

젊고 건강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화가 진행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가

1906년, 몽양은 노비 문서를 불

무궁화로 둘러싸인 길이 숲인 양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중 변절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건강 계획 설계

시작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선제적 안티에이징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아내

태웠다. 계급제도가 엄중한 시절

고요하다. 산들산들 바람이 분다.

이가 알은체를 했다. 만해 한용운

프리쥬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받는 요소가 줄기세포

에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

이기에 앞서, 근우회와 조선의용

에 집안 노비를 해방할 만큼 진취

곳곳에 솟은 태극기가 너울댄다.

은 외면한다. “저를 모르겠다니요.

대에 투신해 맹렬하게 항일 투쟁

적인 몽양이 독립운동의 전위에

무궁화와 태극기가 어우러진 이

○○○입니다.” “내가 아는 ○○○은

다. 이는 자기 재생 능력, 분화 능력이 있는 원시세포로

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

을 벌이다 1944년 35세로 순국한

선 건 당연한 일이었다. 광복 이후

풍경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노비

죽어서 장사를 지냈소.” 평생 대쪽

세포 재건에 영향을 미친다. 난치병 치료 연구에 널리

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독립운동 역사의 거목임을 잊지

에도 통일 정부 수립을 부르짖다

를 풀어 주고 역병에 쓰러진 사람

같았던 만해는 글을 쓰고 항일 단

쓰이며, 최근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도 긍정적 효과가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청담셀의원

말아야겠다. 박차정 의사 생가는

1947년 숨을 거둔 선생의 일생을

들을 구한 명망 높은 가문에서 자

체를 이끌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있다는 논문이 다수 나왔다. 저하된 체력과 노화된 몸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2005년에 복원했다. 동래고등학

이곳에서 엿본다. 기념관은 서거

란 지강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

일깨웠다.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

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조

교 인근 골목길을 몇 걸음 걸으면

당시 입은 혈의 같은 유물을 시기

표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다. 같

눈을 감은 만해. 그를 기리는 사당

대문 너머 마당과 한옥을 마주한

별로 전시한다. 지상 1층에 올라

은 해 5월 26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만해사를 비롯해 생가, 민족시비

Cell)’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해 링

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

다. 자그마하며 단아한 생가, 곳곳

복원 생가를 거닌다. 평등과 자유

에서 고문 끝에 옥사했지만, 선생

공원, 만해문학체험관이 꼿꼿하

거로 주입,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줄기

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

에 놓인 자료와 사진이 의로운 삶

를 향한 몽양의 외침이 기와집 구

의 숭고한 뜻은 무궁화동산과 생

게 자리 잡은 생가지가 오늘날까

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하는 방식이다. 성 기능을

다. 연구와 학술 활동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청담셀

을 가슴에 아로새긴다.

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가에 알알이 남았다.

지 우리의 정신을 고양한다.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처진 피부와 주름을

의원은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국내 극소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

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보다 효율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함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

를 하기 위해 생명과학 의료 기기 회사 (주)베스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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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차정을 기억해야 한다.

촬영지 여행

단양

editor. 김현정

예나 지금이나, 단양

DANYANG

과거 시인 묵객이 기꺼이 붓을 들게 한 충북 단양의 산수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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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록하고 싶어진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We feel inclined to keep records of anything beautiful.

찍고 SNS에 올리지만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We take photos with our mobile phones these days, but

그렸다. 특별한 곳을 방문했으니 감상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이다. 충

people in the past preserved their memories by writing

북 단양은 이런 면에서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고장이다. 조선 시대

and drawing. Danyang , Chungcheongbuk-do Province

에 이미 유행한 단양팔경은 이를 본 이에게는 잊지 못할 감흥을, 못

has been featured in tons of records. During the Joseon

본 이에게는 언젠가 가 보리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명승이었다. 남

Dynasty, the eight scenic views of Danyang left a deep

한강과 소백산, 겹겹의 봉우리가 조화로운 단양의 자연이란 이상 세

impression on actual visitors, and were the dream

계를 사람 세계로 옮긴 듯하다. 퇴계 이황,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가

destination among those who had not been there. The

감탄한 도담삼봉, 구담봉, 사인암이 지금도 오롯하다.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of Danyang , including

산수화를 닮은 풍경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며 치유의 서사와 잘

Namhangang River and Sobaeksan Mountain, is like

어우러진다. 남한강 변과 작은 마을은 사랑이 시작되는 조심스러운

paradise on Earth.

순간을 고요하게 담아낸다. 소음이 덮은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을 얕

The scener y resembles a landscape painting , and

은 숨소리, 심지어 심장 소리까지 상대에게 들킬 것 같다. 과거를 배

provides a sense of healing. Unlike the bustling city, it is

경으로 한 사극에도 단양의 산수가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어 준다.

so calm and quiet that the only sounds I can pick up are

<삼국사기>에서 온달이 전사했다는 아단성이 단양 온달산성인지는

my breathing and heart beat. The mountains and rivers

아직 결론짓지 못했으나, 장군의 일화가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온달

set the stage for historical dramas. You will be familiar

산성 주변으로는 온달관광지를 조성해 <태왕사신기> <구르미 그린

with the tale of Ondal , associated with Ondalsanseong

달빛>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했다.

Fortress. The nearby Ondal Resort has served as a

걷거나 자전거와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단양뿐 아니라 하늘에서

filming location for various dramas and movies, such as

조망하는 단양을 빼놓을 수 없다. 단양은 패러글라이딩 성지다. 웅

The Legend and Love in the Moonlight .

장한 산을 두른 가운데 남한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산수화를 창공

Danyang is a popular spot for paragliding, and its aerial

에서 짜릿하게 감상한다. 연속 7일, 선택 3일 등 기간을 한정해 저렴

view is not to be missed. You can experience the thrill of

한 가격에 기차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로’ 패스 이용자에게 단

flying while admiring the mountains and the meandering

양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이유다.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이고 어

Namhangang River. It is no wonder that Danyang is

지간한 예능 프로그램이 한 번씩은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높다. 빼

where countless dramas, movies, and variety shows

어난 자연에서 이야기를 꾸리기도, 거기 뛰어들어 활기찬 장면을 연

have been filmed. The stunning sights are perfect for all

출하기도 좋으니 그동안 여러 작품이 단양을 찾았다.

genres, from romance to action and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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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촬영했어요

뮤직비디오

<낫 투데이>

@매포읍 광산

나선형으로 길이 깎인 돌산, 방탄소년단이 질주한
다. “언젠가 꽃은 지겠지”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날아갈 수 없음 뛰어” “뛰어갈 수 없음 걸어” “걸
어갈 수 없음 기어”. 주류가 아닌 이들에게 일어나
서 같이 가자고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에 걸맞은 강
렬한 퍼포먼스가 거칠고 광활한 한 광산(채석장)에
서 펼쳐진다. 촬영지가 당연히 해외일 것이라 짐작
했다가 단양임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다.

BTS runs across a vast quarr y on a
mountain, cut in a spiral form. The lyrics

영화

@영춘면 강변

go, “ Someday, the flowers will wither,”
“No, not today,” “Run if you can’ t fly,”

동생의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가 시

“Walk if you can’t run,” “Crawl if you can’t
walk.” Their powerful moves convey a

<흔들리는 물결>

자는 죽은 듯 무감하게 사는 남자가 안타깝다. 그

message to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 mainstream, asking them to unite and

런 순간에도 시작되는 사랑. 단양 출신 감독이 작

fight together.

한부로 삶의 시간을 잃어 가는 여자를 만난다. 여

은 마을과 남한강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 사랑을
그린다. 흔들리는 물결에 죽으려 들어가던 남자는
사랑이라는 물결에 몸 담그고 다시 삶을 꿈꾼다.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온달산성, 온달관광지

<삼국사기> ‘온달전’의 마지막. 온달이 신라와 전투
중에 사망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평강이 와서

a terminally ill woman. The woman feels
sorry for his plight. The director, who

영화

<내부자들>

@새한서점

거대한 부조리의 실마리를 잡은 정치 깡패가 권력

grew up in Danyang, tells a story of life,
death, and love with his hometown and the

들에게 버림받고 검사와 손잡는다. 복수를 다짐

Namhangang River as a backdrop. The man,
who attempted suicide in the river, finds

방. 1979년부터 헌책을 판매한 이금석 대표가 서

에서 찍었다. 해발 472미터 산 정상에 쌓은 옛 성곽
과 수려한 산세가 비장한 미감을 더한다. 산성 아래

hope to go on in the wave of love.

책방은 은둔 고수 같은 이미지가 물씬하다. 실제

달래니 그제야 관이 들린다. 역사 기록에 상상을 더
해 재해석한 드라마는 이 유명한 장면을 온달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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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who has lost meaning in life meets

하며 숨어든 곳은 검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헌책
울을 떠나 단양의 깊은 숲속으로 옮겨와 운영하는

온달관광지도 작품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로 책이나 단양의 자연이나 모두 지혜의 보고다.

The drama traces the ending of the tale
of Ondal in Samguk Sagi (History of the

A political gang finds evidence of a slush
fund, and joins hands with a prosecutor.

Three Kingdoms). Ondal dies in a battle,
but his coffin starts to move only after

Their hideout is a secondhand bookstore,
run by the prosecutor’s father and located

Princess Pyeonggang arrives. This well-

in a forest in Danyang. The used books and

known scene was shot at Ondalsanseong

natural surroundings are all repositories

Fortress for River Where the Moon Rises .

of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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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방

서울

그림
그리는
이야기 꾼

그림책은 100퍼센트 현실도, 100퍼센트 허구도 아니다.
세상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삶이 그림책으로 피어난다.
고정순은 이야기가 지닌 힘을 믿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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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고
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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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작가들은 말한다. 동화책과 그림책은 같지 않다
고. 동화책은 보통 어린이를 위한 책이다. 그렇다면 그
림책은 무엇일까. 단순하다. 말 그대로 그림이 있으며
어린이, 어른 모두를 위한 책이다. 고정순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던 일부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일까지 세
심하게 훑는다. 그런 다음 쓰고, 그린다. ‘이대로도 정말
괜찮아?’라는 물음과 함께.

문학도, 화집도 아닌 새로운 언어
고정순은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다. 그가 기억하는 그
시절 영등포는 특이했다. 백화점 옆에 유흥가가 있고,
번쩍번쩍한 아파트 뒤로 무너져 가는 집이 있었다. 빈부
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환경이 그는 의아했다. ‘세
상은 왜 이렇게 간극이 크지?’ 물음을 품고 일찍 집을 나
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직접
부딪혀 본 세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였다. 그렇게 번 돈
으로 집 겸 화실을 어렵게 차렸다. 어느 날, 작업실을 같
이 쓰는 언니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책장에는 부

문학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그림책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했다.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은은하게 전했다. 경이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
그림책이라면
의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자연스러울 정도로 큰 책이 꽂혀 있었다. 삐죽 튀어나온

코끼리를 만들고, 그것을 얌얌이라 여기며 어디든 데리

책 하나. 그는 책을 집어 들었다. 그림책이었다. 고정순

고 다닌다. 그러나 철사 코끼리는 얌얌을 대신할 수 없

은 ‘그림책’이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알았다. 문학에 속

다. 데헷은 결국 삼촌의 대장간에 가서 철사 코끼리를 용

해 있었지만 그는 그림책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

광로에 밀어 넣는다. 철사를 녹인 물은 작은 종이 되고,

했다.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이

데헷은 얌얌이 보고 싶을 때 그 종을 연주한다.

야기를 은은하게 전했다. 그림책 속 이야기가 철학과 비

<철사 코끼리>를 보면 슬프다가도 익숙한 느낌이 든다.

슷하다고 느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삶을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닮아서다. 삶에는 필연

말했다. 게다가 그림이 있어 영화적 연출도 가능했다.

적으로 이별이란 아픔이 찾아온다. 데헷이 그랬듯, 우리

경이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 그림책이라면 의아한

는 이별을 맞닥뜨리면 없어진 존재를 대체할 무언가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찾는다. 사실 사라진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림책에 매료되

<철사 코끼리>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덤덤히 그

었대도 과언이 아니었다.

려 냈을 뿐이다. 고정순은 독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철사 코끼리>는 거친 돌산 아래에 사는 데헷과 그의 친

우리가 겪는 것들을 내놓고 괜찮다 말해 주다가도, 세상

구인 아기 코끼리 얌얌의 이야기다. 데헷은 늘 고철을 주

을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환기한다. 그의 이야기

워 친구 얌얌과 함께 돌산 너머 대장간에서 일하는 삼촌

를 곱씹고 있으면 위로가 내려앉아 마음을 다독인다.

에게 가져다준다. 책을 펼치고 얼마 안 되어 얌얌은 죽는

책의 주인공은 언젠가 우리 곁을 스친 사람이기도 하다.

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별이 그들을 덮친 것이다.

“제 경험에서 작품을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처

슬픔에 빠져 있던 데헷은 철사를 모아 얌얌을 닮은 철사

한 현실 자체가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어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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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터 사회에 뛰어들었더니 이런저런 일이 많았죠. 나
의 경험이 모두에게 와닿도록 공통분모를 찾아 엮어 내
요.”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꼬집은 <돌아
오지 못한 아이들>,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가 주인공인
<나는 귀신>,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봄꿈>…. 책 속
주인공의 삶은 어쩌면 내일 닥칠 나의 하루일지도 모른
다. 누군가는 고정순의 그림책이 무겁고 어렵다고 말한
다. “거대 담론을 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개인이
행복이나 즐거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
고 싶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 무감해요. 내 행복을 지
키는 방법을 알아야 문제가 바로잡히고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믿어요.” 그러고는 덧붙인다. “제 그림책은 불편
한 책이에요. 외면하던 문제와 대면하게 하니까요. 어렵
다기보다 불편하다고 여겨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의 보폭을 맞추는 그림
그는 그가 펴내는 주제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
을 그린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소재가 생각났는데 화풍이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새로
운 방법을 찾아 나선다. 학원을 다니거나 영상 플랫폼을
돌며 독학도 했다.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그린 <63일>
을 만들 때는 석판화를 배웠다. “가슴 아프고 잔혹한 내
용을 편안하게 앉아서 작업하고 싶지 않았어요. 니들로
얇은 석판을 긁어 날카로운 분위기를 표현했죠. 잡티가
많이 묻어나는 석판화의 느낌이 낡고 더러운 공장과 어
울리더라고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이야기 <우리 여
기 있어요, 동물원>은 판화로, 쓰러져도 일어나 생을 살
아가는 작가 자신의 삶을 비춘 <가드를 올리고>는 목탄
으로 작업했다. 그가 노력을 쏟아 그려 낸 그림과 이야
기는 서로 찰떡같이 어울렸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생
생하게 담으려는 그의 집념 덕분이었다.
고정순은 그림책이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길 바란다. 마
냥 어두운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책을 읽고 ‘왜 그런 거
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세상의
불편한 부분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려 고민한다. “오롯
이 이야기만 남아도 좋아요. 저는 이야기꾼으로 기억되
고 싶어요.” 이야기꾼에게는 지금도 세상 구석에 웅크린
존재가 보인다. 그의 머릿속이 세상을 향한 목소리로 가
득 찬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이대로 정말 괜찮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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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 자랐다.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
에 나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었다. 본래 공예에 관심
이 있어 외국에서 조각을 전공하
려고 했지만, 그림책의 매력에 빠
진 후 그림책 작가를 꿈꿨다. 20대
막바지에 찾아온 난치병 전신 다
발성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의 시
간을 보냈다. 통증으로 몸을 움직
이기 어려울 땐 누워서 그릴 정도
로 12년간 집요하게 매달려 2013
년 <최고 멋진 날>로 데뷔했다. 이
후 <가드를 올리고> <철사 코끼리>
<봄꿈> 등을 출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에세이 <그림책이라는 산>
<시치미 떼듯 생을 사랑하는 당신
에게>, 소설 <내 안의 소란>, 만화
<옥춘당>처럼 그림책뿐 아니라 다
양한 장르로 그만의 이야기를 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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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2022년은 6 · 25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해다. 전쟁 발발 이후 72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하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
쟁이 한창이다. 저 멀리서 스러지는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
동해야 한다. 육·해·공 3군 본부가 자리한 한국 국방의 수도 충남
계룡에서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분단의 슬픔을 겪은 한국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세계를 향해 외친다.

아픔을 딛고 평화를 위해 행진하다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0년
9월 열려야 했을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2년이나 미뤄졌다. 그렇
지만 엑스포를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노력한 끝에 ‘K-밀리터리(Military),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축

평화를 향해 나아가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충남 계룡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군문화엑스포가 열린다. 모두가 평화로울 날로 한 발짝 다가선다.

제의 장을 마련한다. ‘세계’군문화엑스포이니만큼 말레이시아 · 몽
골 · 미국 · 영국 · 이란 · 인도 등 8~10개국 군악대를 초청했다. 6·25
전쟁 참전국,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 등을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초대한 것이다. 세계 군악대와 한국 의장대 합동 공연, 국가별 퍼포
먼스와 마칭밴드 공연은 기본이고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
를 담은 6개 전시관을 준비한 데다 최첨단 국방 과학기술도 선보인
다. 그동안 육군 중심으로 진행한 군문화축제(지상군 페스티벌)에
서 한발 나아가 더욱 수준 높은 전시와 연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
로 구성했다. 전시관 6개 중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에서는 평화에 대한 염원, 평화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국군
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세계軍문화생활관’은 세계 각국의 군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뿐 아니다. 개막식, 폐막식을 비
롯한 공식 행사와 특별 행사, 무기 전시와 군 장비 탑승 체험까지 특
색 있는 프로그램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충청남도와 계룡
시는 방문객을 배려해 행사 프로그램 외에도 진입 도로 정비, 주차
장 확보, 코로나19 방역 등에 힘쓰고 있다. 카페, 푸드 트럭과 음식
관, 공예품 및 기념품 판매장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2022 계룡세
계군문화엑스포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한국의 노력을 알리
고, 6·25전쟁 참전국에 보은하면서 각국과 국방 산업을 교류하는
등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로 거듭날 것이다. 푸른 기상으
로 물들 10월의 계룡이 기대되는 이유다.

+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장소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 기간 10월 7일~23일
문의 www.expo22.kr(엑스포조직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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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철도 디자인
전경희 한국철도 디자인센터 센터장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철도에 입힌다.

전경희 센터장은 일이 길을 낸다고 믿는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본디

기차역에 쏟는 관심이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다시 가서 살고 싶도록 하

그렇거니와,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를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이끌

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국 사회는 과하게 서울로 몰렸어요.

었기에 더 착실히 움직였다. 공기업 최초의 디자인센터이니만큼 그가

그럴 만해서 그런 거겠죠. 반대로, 돌아갈 만하다면 사람들은 가지 말

밟는 곳마다 길이 될 터였고, 실제 길이 되었다. 열차 출발·도착 안내

래도 떠나온 곳으로 갑니다. 쇠락해 가는 지역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

전광판, 평창역·진부역 내부 디자인 등 역사 곳곳이 디자인센터를 거

이야말로 철도가 잘해 낼 수 있어요. 철길이 사방에 뻗었고 역이 없는

쳐 새로워졌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열차 KTX-이음의 디자인

곳은 드물어요. 재료가 충분하기에 이제는 밥상을 차리는 방법을 알아

또한 제작사와 디자인 업체를 잇고 작업을 조율하면서 탄생했다. “‘디

내야 하죠. 시공간을 엮는 철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디자인, 시대 흐름

자인 코레일’이 곧 ‘디자인 코리아’입니다. 시간·공간·사람을 아우르는

에 순응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열차가 달리는 철길, 머무르는 역은 전국 구석구석에 있으니까요. 철도

디자인 작업에서 역은 요긴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를 디자인하는 것이 한국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열차가 목적지를 향
하듯이 그는 부지런하게 걸어 왔다. 일이 길을 낸다고, 결국 철도가 세

역 특성화 프로젝트 외에 다른 업무도 소개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 디

상을 더 나은 내일로 안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인센터는 시각·제품·서비스 디자인 팀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철도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시각 ·제품·서비스 디자인 영역이 다

‘디자인 코레일이 곧 디자인 코리아’라는 생각이 인상적입니다. 철도는

관련되지요. 그래서 한국철도 디자인센터는 진정한 융·복합 디자인 현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허브가 될 수

장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추진해요. 공간은 콘셉트에서 마감재, 컬러

있어요. 특히 기차역의 경우, 지역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까지 모이는 열

까지 살피고 역내 승객 이동 동선도 디자인적으로 접근하고요. 최근엔

린 광장 같은 공간이죠. 현재 많은 역이 쓰임을 다해 폐역이 됐잖아요.

고객이 편하게 알아보도록 광역철도 노선도를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과 함께한 역사성, 지역의 중심이었던 상징성은 사라

다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의 근간을 창조하는 작업이죠. 사람을 살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 원주 반곡역을 가 봤어요. 주

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서 살도록 하는 일이라 여기기

변 경치가 훌륭해 차를 마시며 휴식하기 좋겠더라고요. 여기에 원주 하

에 힘들어도 뿌듯해요. 지역마다 지역에 걸맞은 문화가 살아 숨 쉬게

면 떠오르는 옻칠공예나 꿩을 모티프로 실내를 디자인하고 소반을 비롯

만드는 마중물이 된다면 더 좋겠고요. 철도와 디자인을 융합해 모두의

한 관련 제품도 개발해 선보이는 거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복원한 폐역

삶이 보다 밝아지도록 매일 노력합니다.

이 역사의 선순환에 포섭돼 다시 지역의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반곡역
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역이 마찬가지고요. 지역의 개성을 통합하고 함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의식되지 않아야 좋은 디자인이

축한 역 특성화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구심점

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스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감상하는 이

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는 철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를 압도하고 위축시키는 디자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도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네’ 혹은 ‘기분이 즐거워지

특성화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어떤 역을 주목하시나요. 강원도 강릉 정

업인 한국철도공사에 오롯이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입혀 가려 해요. 디

네’라는 생각이 들길 바라요. 저라는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다만, 공기
동진역 인근에 새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자인 코레일이 디자인 코리아라는 생각은 여전히 저를 설레게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자문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존 역사의 활용 방식

그런 열정을 간직한 채 공공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

을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정동진역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사랑

니다. 열차와 역, 그리고 철도 관련 디자인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을 받았어요. 많은 분이 정동진역에서 보낸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잊혀선 안 되겠죠. 외관을 보존하는 한편, 여러 각도로 열리는 파사드
를 설치해 동해 풍경을 투영하는 디자인을 고안해 봤습니다. 일종의 시
스루인데, 역 외관과 특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에요. 하나 더 들자면,
정동진역은 해돋이로도 유명하잖아요. 투명한 벽을 통해 풍경을 고스
란히 받아들이면서 해돋이를 콘셉트로 가구를 비치해 공간 자체를 이
미지화한 디자인도 고려하고 있어요. 신축이 결정됐고, 역의 상징성도
각별한 까닭에 정동진역을 플랫폼 비즈니스 허브의 표본으로 만들자
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했다.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 및 디자인 기획, 리츠칼튼 서울 디자인 업무 총괄, CJ그룹
디자인 기반 전략 사업 기획 등 여러 경험을 쌓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디자
인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2016년에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껏 철도 디자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
터는 2020년,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유라시아 고속열
차’를 통해 한국 공기업 최초로 컨셉디자인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Culture

신간 · 전시

공연 · 영화

BOOK

SHOW

Culture

〈그 여자는 화가 난다〉

〈기차 여행〉

〈나도 한번은 발트 3국 · 발칸반도〉

〈붉은머리 안〉

시인인 저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덴마크에

네 가족이 기차 타고 바다로 가는 날, 부모

여행이 다시 곁에 다가온 즈음, 여행자이자

입양되어 자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만하

님은 금세 잠들고 두 아이는 상상에 빠져든

여행 설계자인 저자가 우리에게 아직 생소

면 행운이라고. 시집이자 수기인 이 책에는

다. 상상 속에서 KTX 기차는 동물이 뛰노

〈사의 찬미〉

〈힙합〉

자기만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 좌충우돌하

이 땅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

국립현대무용단이 힙합 정신을 논한다. 지

는 소녀 안을 만날 시간이다. 루시 모드 몽

진이 현해탄을 지나는 선박 위에서 실종된

난해 첫 무대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공

하지만 그만큼 더 궁금한 발트 3국과 발칸

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을 각색한 음악극

실제 사건을 극화한 뮤지컬로, 올해 초연

연으로, 세 안무가가 힙합의 본질을 해석해

“화가 난다”라는 문장이 반복된다. 국가 간

는 숲이 되었다가 도서관, 아이스크림 가게,

반도를 이야기한다. 고대부터 중세, 현대에

속에서 주인공 안은 안1, 안2, 안3, 안4 등

10주년을 맞았다. 오랫동안 지지해 준 관객

춤으로 풀어낸다. 이재영의 ‘메커니즘’은

입양은 아이를 상품화해 ‘수출’하는 행위이

수영장도 된다. 어느새 꾸벅꾸벅 조는 아이

이르기까지 전쟁의 아픔이 끊이지 않은 중

네 캐릭터로 분열하며 때때로 다람쥐, 접

을 위해 7월 27일부터는 기존 출연진이 이

크고 작은 시스템에 놓인 인간의 저항성을,

며, 국가는 부모가 양육할 환경을 갖추도록

들. 꿈나라에서는 기차가 날아올라 우주를

에도 단단하고 소박한 삶과 소중한 문화유

시, 꽃잎, 앵두나무가 된다. 그 다채로운 내

번 시즌 새 캐스트의 바통을 이어받아 기념

정철인의 ‘비보호’는 위험천만하고 예측 불

할 의무가 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외면하

달린다. 기차로 떠나는 여행의 설렘과 천진

산을 지킨, 거기다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면을 표현하고자 리듬감 넘치는 대사, 악기

공연을 펼친다. 긴장감 넘치는 서사, 현악

가한 상황을, 지경민의 ‘파도’는 힙합 춤의
움직임에 깃든 자연성을 몸짓으로 옮겨 놓

난만한 상상을 귀여운 글과 그림으로 펼쳐

따뜻한 시선의 책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의 효과음을 동원해 시청각적 즐거움을 더

삼중주가 선보이는 ‘저 바다에 쓴다’ 등 매

이 맺혔다. 진실을 읽을 때다. 마야 리 랑그

보인다. 역시 여행엔 기차다. 이숙현 지음

공감과 성찰의 여행으로 이끈다.

한다. 기간 8월 5일~28일 장소 서울 브릭스

혹적인 넘버는 여전하다. 기간 10월 9일까

는다. 일시 8월 27일 오후 5시 장소 세종예

바드 지음 손화수 옮김 난다 펴냄

토마쓰리 그림 도서출판 다림 펴냄

박윤정 지음 트라이브즈 펴냄

씨어터 문의 02-6956-5699

지 장소 서울 TOM 문의 02-6954-0772

술의전당 문의 044-850-8923

EXHIBIT

MOVIE

는 동안 부조리가 고착화하고 곳곳에 슬픔

〈휘릭, 뒹굴~ 탁!〉

〈Hills at Night 야산〉

〈유쾌한 일상(Joyfulness)〉

〈리미트〉

〈뱅크시〉

〈베르히만 아일랜드〉
영화감독 커플 크리스와 토니는 각자 새 작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과 위기가 ‘휘릭’ 일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연에 투영해 온 화가

MZ세대 작가로 각광받는 진영, 임솔지, 봅

연쇄 아동 유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시작과 현재를

상에 침투하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지산이 새롭게 그린 ‘폭풍’ 연작을 선보

의 신작 30여 점을 모았다. 화가 진영은 앵

아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 소은은 범인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그는 한 경매에서

품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위해 잉그마르 베

자 ‘뒹굴’ 연대해 ‘탁’ 대안을 찾는다. 자연

인다. 그는 서울 북한산에 올라 수집한 돌

무새 탈을 쓴 이들이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통화하면서 단서를 얻고자 피해자 엄마의

자신의 작품이 약 16억 원에 낙찰되자 바로

르히만의 걸작이 탄생한 스웨덴 포뢰섬으

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예술로 성찰

이미지들을 혼합해 드로잉을 하고 캔버스

정감 있게 담아냈으며, 전남 강진에서 청자

대역을 맡는다. 그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

작품을 파기해 충격을 주는가 하면, 소를 사

로 향한다. 둘은 수많은 부부의 이혼을 부

하는 전시다. 유화수·이병찬·이수진·정재

에 옮겼다. 이어 폭풍에 휩싸인 하늘의 구

를 만드는 봅은 크레파스로 어린 시절 자

이 걸려오고, 수화기 너머로 엄마를 애처롭

냥하고 쇼핑하는 원시인을 그린 돌을 영국

른 영화 <결혼의 풍경>을 촬영한 방에서 머

희·최성임 작가가 설치·영상 총 38점에 공

름과 바람을 돌산 위에 즉흥적으로 그려 넣

화상을 그렸다. 임솔지는 토끼와 식물을 따

게 찾는 아이는 다름 아닌 소은의 아들이었

박물관에 몰래 진열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물게 된다. 영화 때문일까. 크리스는 좀처

존과 연대를 향한 메시지를 담았다. 폐자

었다. 농밀하게 쌓아 올린 돌산, 유려한 대

듯한 시선으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했다. 온

다. 유괴범의 타깃이 소은으로 바뀐 것. 아

탐욕과 위선, 부조리 등 현대사회와 인간에

럼 결말을 쓰지 못한다. 그들과 크리스의

원으로 화분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도 진

기 흐름이 대비되면서 불안하고도 아름다

기 어린 작품들이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느

들을 구하기 위한 소은의 목숨을 건 추격이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은 그의 예술 세계를

각본 속 커플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결말을

행한다. 기간 9월 12일까지 문의 031-228-

운 역설의 감상을 안긴다. 기간 8월 21일까

끼도록 한다. 기간 8월 30일까지 문의 061-

시작된다. 8월 17일 개봉.

파헤친다. 8월 11일 개봉. 감독 엘리오 에스

향해 나아간다. 8월 4일 개봉. 감독 미아 한

4195(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지 문의 051-747-8853(부산 조현화랑)

433-9770(전남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감독 이승준 출연 이정현, 문정희

파냐 출연 벤 아인, 존 네이션

센-러브 출연 빅키 크리엡스, 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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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물

writer. 허문행(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호텔 & 리조트 뉴스

Treasure of Korea

Hotel & Resort
휘닉스 평창

롯데호텔

무제한 즐기는 워터파크

달콤 사르르, 망고와 함께하는 호텔

낮부터 밤까지 워터파크가 선사하는 시원함에 빠진다. 휘닉

‘머스트 비 썸머: 망고&플레이’ 패키지로 상큼한 여름날을 보

스 평창의 워터파크 블루캐니언이 전면 개장했다. 블루캐니

낸다. 객실 1박, 조식 2인과 페닌슐라 라운지 망고 애프터눈

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뭐니 뭐니 해도 ‘훼밀리

티 세트 또는 뷔페 2인으로 구성한 패키지다. 애프터눈 티 세

슬라이드’. 4인용 튜브를 타고 폭 4.1미터, 길이 176미터에 달

트는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Playnomore)’와 협업해 핸

하는 넓고 긴 슬라이드를 빠르게 내려간다. 굽이치는 코스를

드백 모양 케이크와 망고 디저트 14종, 음료 2잔을 준비했다.

지나면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듯 짜릿한 재미가 느껴진다. 밤

망고 뷔페는 요리류와 망고 디저트 30여 종으로 구성해 풍성

9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야간 개장, 당일 무제한 입장으로 혜

하다. 평일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주말엔 망고 뷔페를 이용

택도 두 배다. 기간은 8월 21일까지.

할 수 있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

1577-0069

02-759-7311

www.lottehotel.com/seoul-hotel

Cool Wave

시원한 파도

- Gunokdae Peaks of Haegeumgang

- 해금강 군옥대
1797년 가을, 문인화가 정수영은 친구 여춘영과 함께 금강

In the fall of 1797, the literati painter Jeong Su-

산 유람에 나섰다. 명경대·구룡폭포·총석정·해금강 등 금강

yeong set off to explore Geumgangsan Mountain.

산의 빼어난 경치를 초본으로 남겼고, 그 후 자신만의 필치를

He completed Haesancheop (Album of Sea and

더해 그림 23점과 글 세 건을 수록한 <해산첩>을 완성했다.

Mountains), which depicts the stunning scenery in

<해산첩>의 여러 그림 중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눈에 띄

23 paintings and 3 writings. One of the paintings

는 작품이 ‘해금강 군옥대’다. 군옥대는 금강산 동쪽 해안인

that come to mind in summer is “Gunokdae Peaks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해금강에 위치한 기이한 모양의 돌 봉우리다. 정수영은 그림

of Haegeumgang.” The artist wrote, “As I go over

반려견과 시원하게 보내는 여름휴가

에 남긴 글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있노라니 더욱 신기

the peaks one by one, I am left more in awe.” The

하다는 생각만 일 뿐이다”라고 썼다. 화면 아래에 돌 봉우리

peaks lying to the east of the mountain fill up the

를 일렬로 그려 공간감을 살렸고, 그 위에는 거친 파도를 독

bottom row, and above them, the rough waves are

특한 시점으로 표현했다.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일렁이는 푸

presented from a unique perspective. The foamy

른 파도가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

waves help to beat the summer heat. The painting

다. ‘해금강 군옥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이홍

can be viewed in Lee Hong-kun Gallery (Room 205)

근실(205호)에서 만날 수 있다.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2-20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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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hoenixhnr.co.kr

www.museum.go.kr

더위에 지친 반려견이 안쓰럽다면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
호텔로 떠나자. 여름 한정으로 반려견 동반 객실 고객에게 썸
머 기프트 세트를 선물한다. 쿨 매트와 해충 방지 스티커 2종
을 선착순 제공하니 서두를 것. 외출을 해야 하는 고객에게 주
어지던 반려견 놀이방 한 시간 서비스 또한 투숙 기간 내 무제
한 이용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방문객당 차량 한 대 무료 주차
혜택도 쏠쏠하다. 반려견을 동반해 반려견 라운지를 방문할
시 음료수 한 캔을 서비스하니 시원한 휴식을 기대해도 좋다.
051-731-0003

www.ympara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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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독자 편지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기차로 여행하면서
친구와 동해시로 여행을 다
녀왔어요. KTX-이음은 처
음 타 봤는데 초록 논과 파
란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
어 이동하는 시간마저 힐링
이었어요. 뚜벅이로 다니며
택시 기사님들이 추천하신
맛집, 여행지를 알차게 여행
했답니다. 이주현 서울시 양
천구 목동동로

여름 한 조각, 김천
7월호 김천 여행 글은 유독 절 설레게 했습니다. 글 속에
서 뜨겁고 푸른 여름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MBC 라디
오 앱 ‘미니’를 켜고 <노중훈의 여행의 맛>도 다시듣기 했
습니다. <KTX매거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김정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 황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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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

평화를 위한 기도
출장 중에 만난 <KTX매거진>에서 이 글을 읽고 잠시 숙
연해졌습니다. 전쟁과 무더위, 가난 등으로 지금도 고
통받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 저도 기도했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꼭 한번 들러야겠어요.
목태원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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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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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상반기 안전 점검 협의회 개최

강릉선 KTX-이음 일부 운행 시각 조정

장애인 여행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강릉선 KTX-이음과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각이 조정된다. 강릉

한국철도가 지난 6월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기아, 제주항

선 이용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주말 여행객이라

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장애인 여

는 점을 고려했다. 7월 31일부터는 주말로 한정해 서울 청량리

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들은 오는

지나온 길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을 향해 가는 걸음이다. 한국철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6월 대전 사옥에서 ‘의무이행사항 점

역~강릉역 간 KTX-이음 4회 무정차로 시범 운영한다. 이 경

9월부터 2년간 매월 장애인 가정 8가구를 선정해 KTX를 비롯

검 결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1개 소속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 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험성 평

우 서울~강릉 간 소요 시간은 현재 2시간에서 1시간 40분으

한 교통편부터 숙박까지 책임지는 종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

가를 진행하는 등 상반기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한국철도는 매월 사장 주재로 전

로 줄어든다. 조정된 열차 시각 등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

다.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은 기아 초록여행 홈페이지(www.

사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열어 현장 이행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greentrip.kr)에서 예약 및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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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기술, 탄자니아로 진출

농뚜레일이랑 농촌 체험 가요!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에코레일 기부 챌린지 시행

한국철도가 해외 철도 운영 · 유지 ·보수 사업 분야에 처음 진출

농뚜레일과 함께 지역의 매력에 흠뻑 젖는다. 한국철도는 지

두 기관이 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철도는 지난

한국철도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에코레일 기부 챌린지를 시행

하며 해외 철도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7월, 탄자니

역 여행 명소, 축제, 특산물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차 여행

6월 대전 본사에서 철도 건널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표로

했다. 챌린지는 기차역과 열차 이용객이 전국 주요 역사 내 코

아 철도공사(TRC)가 발주한 150억 원 규모의 ‘탄자니아 철도

상품 ‘농뚜레일’을 개발했다. 여행 상품은 총 다섯 개로, 각각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최근 5년간 철도 건널

레일유통 직영 카페에서 텀블러로 음료를 주문하면 한 건당

운영 유지 보수 역량 강화 자문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북 정읍 ·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강원 강릉에서 진행하

목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 발생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10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모금액은 취약 계층

사업 내용은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과 므완자를 연결하

며 11월 말까지 예약 가능하다. 가격,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승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동 예방 활동에 뜻을 모은

어린이를 위한 기차 여행 경비로 사용된다. 나희승 사장은 공

는 길이 1219킬로미터 신설 철도의 운영· 유지 ·보수 전반에 대

차권 앱 코레일톡 또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

것이다. 두 기관은 철도 건널목 승용차 통과 및 비상시 대피법

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ESG 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

해 자문하는 것으로, 수행 기간은 36개월이다.

com)에서 확인하자.

교육, 운전자 의식 개선 캠페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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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AT KORAIL SERVICE
차내 시설 안내도
코레일톡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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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vending machine

차내 시설 확인, 코레일톡 앱으로 한 번에 해결
자판기, 짐칸, 화장실 위치도 코레일톡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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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위치가 어딘지 몰라 객차 안을 헤맨 경험으로 열차 이용에

ITX-새마을 열차 이용 고객 중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확인이 가능

아쉬움이 남았다면, 이젠 코레일톡 앱이 그 아쉬움을 말끔히 해결

한 고객은 앱을 실행해 안내도를 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코레

해 줄 것이다. 한국철도는 지난 6월 코레일톡 업데이트를 통해 차

일톡에서 ‘승차권 확인’ 화면으로 이동해 ‘차내 시설’ 버튼을 터치

내 시설 안내도를 탑재했다. 차내 시설 안내도는 휴대 물품 보관소,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코레일톡에는 열차 출발 도착 전 알림, 출발역

화장실, 자판기, 수유실 등 탑승객이 여행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차 정보 안내, 영수증 발행, KTX 공항버스 예매 등 다양한 편의

의 위치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했다. KTX , 누리로, ITX-청춘,

기능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해 보자.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철도 현장 적용 시 효과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발 비용,
Test-Bed, 수의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 사례
인터콘시스템스 주식회사는 2019년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참여로
2021년(개발 기간 24개월) 전기동차 통합형 출입문 제어장치를 개발했
으며, 2021년 한국철도공사와 약 19억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

고객의 편지
전북 전주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KTX-산천 #522 열차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열차 탑승 직전 발가
락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상처에서 나온 피로 인해 양말까지 빨갛게 젖어 버려 열차에 계신 승무원
님들에게 급히 연고와 밴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의약품을 챙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철도부품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과제 공개 모집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자리도 정리하신 데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라는 말씀에 감동받았

한국철도공사

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성함을 여쭤보지 못했지만, 남자 승무원 두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접수 기간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응급처치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도 열차에 앉아 잘 가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승
무원님들을 널리 알려 주세요.

여수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최광용 열차팀장
일을 하다 보면 열차 내에서 다양한 응급 환자와 이례적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때도 고객님의 발을 보고
열차 내에서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

기술 지원

비용지원

판로지원

기술 지원,
Test-Bed(현물,
현차 시험) 제공

공인기관
시험비 · 시제품
제작비 등
1000만 원 이내

개발품에
대해 2년간
수의계약 구매

음에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일을 도왔던 동료 승무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

2022. 8. 8.월˜26.금
참여 방법

win-win.korail.com 철도상생플랫폼
winwinnuri.or.kr 상생누리
※ 위 사이트에서 공고문 확인 후 사업별 신청 서류 작성해 제출

니다. 앞으로 KTX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승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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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042-615-3594

기술개발

신뢰성 검증

기술개발 수행,
시제품 제작 등

공인기관
인증시험,
현장 테스트
공동 수행 등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동반성장처

한국철도공사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실현합니다.

TRAVEL NEWS

한 국 철 도

W W W .KOR A I L .COM

소 식

ⓒ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사업소

여름에 딱! 맞는 부산·경남 여행

남도해양관광열차 S-트레인
부산역에서 숙소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부산·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는 유일한 관광열차, 남도해양관광열차가 운행을 재개했다. 열차는 매주 주말 부산역~광주송정역 구간을
운행한다. 피서를 원한다면 창원중앙역에 내려 진해해양레포츠센터를 찾자. 짜릿한 해양 스포츠와 집라인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

짐 배송
서비스

유할 것이다. 여름뿐이랴. 가을이 오면 하동 북천역 코스모스축제, 경남 진주역 유등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여행객을 기다리니 열차를 타
고 지역 축제를 즐겨도 좋다. 이 외에 순천만 국가정원, 하동 화개장터처럼 언제 찾아도 아름다운 남도의 여행지도 쉽게 갈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엔 남도해양관광열차가 제격이다.

7월 15일~8월 21일

숙소

여행의 시작을 부산역에서, 두 손 가벼운 부산 여행
두 손 가볍게 부산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산역 짐 배송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다.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부산역 등 전국 4개 역
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무겁고 커다란 캐리어가
부담스러운 여행객의 고민을 덜어 줄 좋은 선택지다. 철도 이용객의 짐
을 부산역에서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 배송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거나 역사 내 매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부산역에서 진행하는 짐 배송 서비스는 기간 내내 이용 요금의 최대 20
퍼센트를 할인하니, 올여름에는 두 손 가볍게 부산을 즐기자.

부산역 짐 배송 서비스 안내
매장 위치
서비스 내용

짐 배송 및 보관

운영 시간

09:00~22:00(배송 접수는 09:00~15:00)

이용 요금

8000~1만 6000원(할인 적용가, 크기별 상이함)

배송 지역

부산 지역 150여 개 숙소

접수 방법

홈페이지 사전 예약, 매장 현장 접수

문의 짐캐리(1544-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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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2층 맞이방(여행센터 인근)

ⓒ 부산관광공사 비짓부산

기차역

ⓒ 부산관광공사 비짓부산

문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관광열차, 코레일톡 앱 〉 관광 상품 〉 관광열차

레일텔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부산의 밤
더위에 지쳐 기분 전환이 필요한 당신을 낭만적인 부산의 밤으로 초대한다. 광안리와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부산 밤바다를 생생하게 느
끼고 싶은 이에게 필수 코스다.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 럭셔리한 요트가 기다리는 해운대 더베이 101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서핑의 성
지 송정해수욕장에서 황홀한 노을을 배경으로 서핑하는 경험도 놓치기 아깝다. KTX 승차권과 호텔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레일텔 상품
을 이용하면 오션 뷰, 시티 뷰 등이 펼쳐지는 호텔에 머물 수 있다. 열차 승차권과 호텔 숙박권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레일텔 예약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가능하다.
문의 부산역 여행센터(051-440-2513),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여행 상품 〉 레일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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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간격

930mm

AMENITIES

일반 객실

편의 시설

Passenger Compartment

Amenities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Space

KTX

편의 시설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장애인 관련 시설

수유실

물품 보관소

Restroom

For the Handicapped

Breast-Feeding Room

Luggage Storag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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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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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Space

KTX

1120mm

KTX 미니 도서관

식음료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 AED:

Refreshment

자동판매기

First-Aid Medicine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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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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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Mini Library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
광명역 3-1 출구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학교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
낙성대역 4번 출구 → 사당역 4번 출구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15분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전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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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Vending Machin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분 열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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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의약품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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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공항)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역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운행 시간 오전 5시 30분~오후 8시 30분
(광명 기준, 30~40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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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철도회원이 KTX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 교통카드 구매처 CU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railplus.korail.com

※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SSENGER GUID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Ticket Booking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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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분실

Ticket Loss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OR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change of lost tickets，change of reissued tickets，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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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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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권 반환

Ticket Re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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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Departure

출발 전
구분

1개월〜출발 1일 전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구분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Classification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5%

Mon–Thu

5%

10%

Fri–Sun, holidays

무료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15%

40%

70%

Classification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5%

10%

Free

5%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15%

40%

70%

EMERGENCY PROCEDURES

비상 상황

EMERGENCY ESCAPE ROUTE

비상 탈출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사용 요령
가 소화기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비상 창문

다른 객차로 대피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o an Unaffected Car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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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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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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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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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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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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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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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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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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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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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mergency use hammer to
break window.
비상 탈출시 망치로
유리를 깨십시오.

비상 사다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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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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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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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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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후기

Epilogue
삶은 여행, 여행은 삶
아침에 일어나 씻고 출근길에 나선다. 집 주
변은 나무가 많아 숲 같다. 걸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발걸음을 천천히 옮긴다. 전철역 근
처에도 나무가 우거진 길이 길게 놓였다. 여
름에는 나무 향기가 쏟아진다. 이 또한 좋아
일부러 느리게 걷는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은 몇 년간 싫증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
다. 전철은 항상 사람이 많다. 대부분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지만 몇몇은 책을 읽거나 자
거나 가만히 있다. 나는 생각 같은 걸 하는데,
아무튼 가만히 있는 편이다. 전철이 한강을
건널 때 차창 밖을 본다. 미세먼지에 시야가
막힌 날이 많아도 공기가 맑은 날 풍경이 아
름답다. 전철역에서 나와 커피를 사고 사무

100

견적은 실패, 예언은 적중

실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다. 마감 기간인 오

NEED MORE COFFEE

영주 취재를 앞두고 선비세상 정석순 실장님

늘도 그랬다. 국어사전은 일상을 “날마다 반

알코올은 사나흘 정도 음용하지 않아도 참

과 통화했다. “아침에 오셔서 문 닫을 때까지

복되는 생활”이라고 설명한다. 반복은 ‘같은

을 수 있지만, 카페인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

계셔도 아쉽다 하실걸요.” 취재를 몇 년 하다

일을 되풀이함’이라는 뜻이다. 집 주변의 숲

원고 마감 기간이면 혈중 카페인 농도를 일

보니 어디다 하면 소위 ‘견적’이 나온다. 선비

같은 나무 길과 한강 풍경은 매일 다르다. 커

정 정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즈음이

세상 면적이 얼마고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티

피 맛도, 업무도 다르고 늘 보는 사람 역시 어

면 인심 좋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접근성 좋

브 시설로 채웠다는 말씀에 서너 시간 걸리

제와 같지 않다. 아이가 한순간에 어른이 되

은 편의점 커피를 번갈아 마시며 카페인을

겠구나 예상했다. (물론 변수를 고려해 일정

지는 않듯이. 사전 정의에서 ‘반복되는’을 빼

수혈한다.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보리

은 넉넉하게 잡았다.) 취재 당일 정 실장님께

고 ‘날마다 생활’이라고 하면 ‘날마다’와 ‘생

차보다 은은하고 구수한 ‘아아’를 들이켜는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나서 홍순찬 매니저

활’ 사이에 무한 여백이 생긴다. 이달 마감도

데, 문득 보름 전 부산에서 맛본 커피가 떠올

님 안내로 선비세상 탐방을 시작했다. ‘여섯

여백을 잘 살고 있다. 김규보

랐다. ‘베르크로스터스’의 다디단 슈가라테,

개 촌을 30~40분씩 해서 총 서너 시간’이 무

‘노우 커피 에스프레소’의 산뜻한 카페 그라

슨 말이죠? 처음 방문한 한옥촌만 해도 볼거

니따, ‘히떼 로스터리’의 향기로운 카페라테.

리, 체험거리가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나

향미도 아름답지만 커피에 대한 카페 구성원

하나 놓칠 수가 없어서 어느새 한 시간 넘게

의 자부심과 태도, 손님을 응대하는 바지런

지났더라. 허허허.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몰

하고 유연한 자세도 그 못지않게 감동적이었

아친다. 아직 첫 번째 촌이지만 견적 새로 뽑

다. 그 덕분에 커피가 이렇게 근사한 것이었

았다. 시간이 두 배는 필요하겠네. 18미터 길

지, 하고 새삼 깨달은 시간이다. 왜 우리 사무

이로 펼쳐지는 오토마타극(자동인형극)은 무

실 앞에 전포카페거리 없어⋯라고 냅다 푸념

엇. 입 틀어막고 관람, 촬영한다고 재관람, 제

하려다가 시간 없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뤄

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다시 부탁드려 세 번

두었던 한강로동의 카페 목록을 새삼스레 뒤

째 관람하고 겨우 발길을 돌렸다. 고풍스러운

적여 본다. 네가, 손, 볼드핸즈, 에테르누스

한옥으로 들어갔는데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에스프레소 바, 올딧세, 지미홈, 모센트···. 역

첨단 시설이 펼쳐지는 반전도 넘나 흥미롭다.

시 이름을 다 헤아리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

문 닫을 때까지 있어도 아쉬울 거라는 정석순

도다. 이번 마감 끝나자마자 ‘등잔 밑’ 카페부

실장님 예언 적중. 또 갑니다! 김현정

터 탐색하겠다고 다짐한다. 강은주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종횡무진 횡성 탐험

광고 문의 02-799-9175

바로 지금, 여행

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