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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백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온통 하얀 공간을
하잘것없는 제 글로 메워야 한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걱
정과 불안에 휩싸여 간신히 써내곤 했기에 기쁨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고 작성을 끝낸 뒤에도 ‘이보다 잘 써야 했는데’
후회하기 바빴지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능력을 갖추
게 되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서 부족하고, 노력은 꽤 하나 그게 좋은 글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기획
해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과정을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
다. 저보다 먼저 그곳에 닿아서 경탄스러운 순간을 기록으로 남
긴 선조들, 그곳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보존하는 사람
들, 먼 훗날 그곳을 방문할 후손들과 같이 글을 쓴다고 생각합
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를 그저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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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쓰는 능력이야 하잘것없대도 어떠한가요. 지금 저에게

배포 소장 이재우

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다. 진실하게 보고, 성실히 듣고, 올곧이 느껴서 그대로 적는 일
이 무엇보다 값집니다. 나 홀로 지면을 메운다는 착각이 백지를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다는 진실을 안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일만 그럴까요.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조차 온 우주의 정성이 깃들었다고 믿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습니다. 이달에 <KTX매거진>은 해남, 강진, 부산을 여러분과
함께 다녀왔으며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감이 끝나 갑니다.
자연과 생명이 같이 기록해 준 글들을 마지막으로 읽어 보면서,
영원에 가까운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러
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KTX매거진> 부편집장 김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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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
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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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em_punctum

@rachel._.g12

@timing_jjang

매거진에서 본 영주가 정말
아름다워서 언젠가 꼭 가고 싶다.

문학과 별이 있는 영월,
꼭 여행해야 할 곳으로 저장!

KTX매거진에서 광명동굴 나오니
가고 싶다네. 그래, 우리 가자~

#KTX매거진
#KTX
#기차_안_SNS
#밤_기차

#KTX매거진_9월호
#KTX매거진
#김삿갓의_고장
#별마로천문대

#우리_가족
#해피_추석
#광명동굴
#KTX매거진

＠ ktxmagazine
선물 받아 가세요!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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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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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탁, 드르르. 서울 용산구 남영역 근방, 손기정 선수 옛집의 기와

지난해 KT는 카세트 플레이어 ‘카세트(Kassette)’와 함께 카세트테

지붕이 훤히 내다보이는 카페 ‘식캣사인’에서 익숙하고도 다정한 파

이프 앨범 〈리와인드: 블로섬〉을, 오비맥주의 카스는 서브컬처 기반

열음을 듣는다. 주인장 김정엽이 매만진 음향 기기의 정체는 빈티지

브랜드 발란사와 협업해 카세트 플레이어와 디자인 굿즈를 선보였

내셔널 카세트덱. 동시대적 감각으로 꾸민 인테리어와는 제법 시차

다. 커피와 빵을 만드는 프묷츠 커피 컴퍼니에서는 매거진 〈BGM〉과

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다. “선곡은 날씨에 좌우되는 편이에요. 롤러

함께 카세트테이프 외관을 닮은 플레이리스트 북 〈BGM Mix Vol. 1

코스터의 1999년 앨범, 그리고 영화 <유브 갓 메일>의 사운드트랙을

워크 송(Work Song)〉을 출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즐겨 틀어요.” 서울 종로의 빈티지 숍 ‘레몬 서울’에 놓여 있던 카세트

마침내 카세트테이프를 두 손에 넣고 싶다는 열망으로 몸이 달았다.

플레이어의 디자인에 매료됐다는 그는 카페에 고가 스피커를 놓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무턱대고 찾아갔다. 전자랜드 신관 2층에 자리

대신 붐 박스 두 대를 들이기로 했다. 오묘한 푸른빛이 감도는 붐 박

한 레코드 숍 ‘필레코드’의 벽장 한편에서 <조동진 골든 앨범> 카세트

스에서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투박하고 나직한 카세트테이프

테이프를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세아레코드에서 1983년 5월

의 음색이 기억 저장소의 재생 버튼을 툭, 하고 눌러 버린다.

25일에 발매한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집어 들었더니 날아오는 한마

물론 지금 여기서 자질구레한 옛이야기를 불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

디. “그건 미개봉이라 1만 5000원이에요.” 오래된 물건이라고 값이

다. 카세트테이프는 이미 우리 앞에 불쑥 돌아와 있다. 부흥의 양상

헐하진 않다. “그건 꽤 저렴한 편이에요. 신중현, 김추자, 김정미 초반

은 LP보다 느리고 잔잔하지만, 추억을 불러내는 힘은 훨씬 더 강력

은 5만 원도 훌쩍 넘는걸요.” 1982년부터 레코드 숍을 운영해 온 김

해 보인다. 당장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을 꼽아 보아야겠다. 후드 집

원식 대표는 요즘 들어 카세트테이프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업 재킷 주머니에 소니 워크맨을 꽂고 헤드셋을 낀 채 공중 부양하는

했다. “편안하잖아요, 음색이. 일단 한번 카세트테이프의 매력에 빠

소녀의 모습. 지난여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

지면 자꾸 듣고 싶어지죠.” 값을 치르고 나와 한동안 카세트테이프를

즌 4에서 맥스는 자신이 평상시 좋아하던 곡인 케이트 부시의 ‘러닝

만지작거렸다. 온전히 내 것이 된 음악과 시간. 오랜 방황 끝에 되찾

업 댓 힐(Running Up That Hill)’을 듣는 것으로 악령 베크나를 떨쳐

은 이 작고 소중한 안도감 속에 한동안 머물고 싶다.

냈다. 얼마 전 공개된 영화 <서울대작전>의 긴박한 자동차 경주 신,
지난봄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수많은 장면에서 카세

떠나요, 카세트테이프 탐험

트테이프는 시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구를 넘어 이야기의 촉매로

서울 마포구에는 카세트테이프 애호가를 위한 공간이 밀집해 있으니 도프

활약했다. 이런 흐름의 맨 앞엔 2014년 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레코드, 김밥레코즈, 방레코드, 데이토나레코즈, 사운즈굿을 차례로 순례

놓여야 마땅할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한 믹스테이프는 그와 똑같은

하며 ‘디깅’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서울레코드와 종로음악사를 위시한 종

물성을 지닌 사운드트랙으로 발매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로3가의 음반상, 세운상가에서 동묘까지 이어지는 점포들도 이 목록에서

동면에서 깨어난 카세트테이프는 어느덧 당대와 발맞춰 걷기 시

빼놓을 수 없다. 흥이 남다른 도시 부산에도 아이러브뮤직, 명성레코드, 선
미레코드, 정음사 등 근사한 레코드 숍이 모여 있다. 그런가 하면 광주

작한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빌리 아일리시, FKA 트위그

의 선경비디오상사(선경미디어), 대구의 성음레코드, 경북 안동의

스가 앞다퉈 카세트테이프로 새 앨범을 출시했고, 지난

프

2월 출시된 〈듀스 포에버〉 한정판처럼 추억의 명

이

반을 소환해 재발매하는 이채로운 현상도
일어났다. 눈 밝고 발 빠른 기업에서도
카세트테이프 마케팅을 펼쳤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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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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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히 때
연
우 기할
때 이야
을
했 대해
각
생 에
고 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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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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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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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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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내

테

,
랑
사

아름드리레코드, 강원도 삼척의 성원음악사와 강릉의 동부
열쇠, 춘천의 명곡사, 전북 군산의 뮤직랜드와 익산의
원음악사가 굳건히 지역을 지킨다.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보석 같은 공간이 많으니,
부디 발견의 기쁨을 누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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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editor.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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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선물하세요
올해로 한글 창제 579돌을 맞는다. 한글을 새겨 선물하기 좋고 유용하기까지 한 예쁜 물품을 모았다.

하
나

둘

한글 자음 양말_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훈민정음 가갸날 1443 소포 세트_자화상

양말과 한글의 조합이 꾸민 듯 안 꾸민 자연스러운 매력을 선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생각하며 만

사한다. 발목 양말 앞면에 자음 ‘ㅊ’ ‘ㅇ’ ‘ㅍ’을 크게 넣었다.

든 문구 패키지다.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을 풀어낸 나랏말

각 자음은 창제, 배움, 전파를 의미한다. 한글이 걸어온 발자

미 책, 훈민정음 문구를 각인한 볼펜과 책갈피, 공책, <훈민

취를 전달하기 위해 양말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했다. 문화체

정음 언해본>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엽서 20장까지 두 손이

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년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

가득 차는 구성이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편지를 보내

환인 제6회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다.

는 방법으로 한글날을 특별하게 기억한다.

www.museumshop.or.kr

www.goodsshop.gift

셋

넷

원목 시계 한시_쿼터노트

한글 병따개 자석_퍼니피쉬

시계에 숫자가 없어졌다. 그 대신 한글 25자가 5분 단위로 시

평범한 소품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녹여 냈다. ‘달’ ‘별’ ‘꽃’ 글

각을 나타낸다. 오전과 오후가 아닌 낮, 밤으로 표현한 점도

자가 각각 병따개로 거듭난 것이다. 세 단어 모두 ‘따다’라는

특이하다. 시는 1행부터 3행, 분은 4행부터 5행에 표시되고,

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스테인리스스틸로 제

시계를 읽을 때는 위 왼쪽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내려오며 읽

작해 오래 사용해도 녹슬지 않는다. 종이처럼 가벼운 것들을

는다. 읽는 그대로 시각을 알 수 있어 시계를 읽기 어려운 사

누르는 문진으로 활용해도 좋다. 독특하고 감성 있는 디자인

람이나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에게 선물하기 좋다.

으로 한국을 방문한 국빈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www.qnshop.co.kr

www.funnyfishstore.com

editor.남혜림 photographer.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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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점

맛은 짠맛과 단맛뿐. 이런 상태라 평가하기
가 죄송하네요. 식감은 확실히 쫄깃합니다.
담달엔 미각이 돌아오겠죠. 별점은 공평하
게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달만 정중히 양해

하지만 괜찮아요. 이날 내가 먹은 것은 도넛
이 아니다. 팀원들의 사랑과 연민이었다. 내
가 더 사랑해요, 흑. ★★★ / 김규보 감미로
만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너를

동안엔 절대 평화로울 수 없다. 나는 이 제품

만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어. 하고픈 얘

을 먹으면서 마음 깊은 곳이 순결한 환희로

기가 많단다. 자, 이제 들려줄게.’ 이 부분에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격정의 순간이었다.

서 도넛은 다 배 속으로 사라졌다. 더 기다려

★★★★★ / 강은주 고구마도 좋아하고 호

야 한다. ★★★★★ / 강은주 초콜릿을 바르

떡도 좋아하는데, 어쩐지 이 만남은 석연치

고 견과류를 얹어 놓은 만듦새가 이름처럼

않다. 젔까? 고구마의 포슬포슬한 질감과 호

잘 익은 밤을 꼭 닮은 데다, 밤맛 필링은 또

떡의 쫀쫀한 질감이 엉켜 엇박자로 춤추는

얼마나 달콤한지. 순식간에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다. 풍미는 제법 구수하니 나쁘지 않

맛이다. 아, 주문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로

다만⋯. ★★☆ / 남혜림 고구마, 좋습니다.

할게요. ★★★☆ / 남혜림 이 도넛을 처음 보

호떡, 좋습니다. 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마자 반했습니다. 초콜릿이 듬뿍 묻은 도

무슨 맛일까요. 빵인지 떡인지 모를 식감 때
문에 많이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케이크 위에 단호박 모양 장식이 먹
는 것이라 반가웠다. 플라스틱일까 봐 망설
일 때 모험심과 희생정신 둘 다 강한 규보 씨
가 먼저 먹고 이것마저 5점이라 말해 주어 안
심했다. (음식에 플라스틱 장식은 이제 그만)
★★★ / 김규보 꿈을 이룰 두 번째 기회가 왔

3.9점

공차

r ic e m i l k t e a

어요? 아아, 거침없이 밀려오는 단맛과 짠맛.

움과 오래 벗하고 싶은 꿈을 이뤄 줄 녀석을

미하고 말할게. 나는 그때 태어나서 이런저

Autumn Dessert

마음으로 걱정해 주었다. 정말 드실 수 있겠

람들 표정이 평화로웠는데, 맛있는 걸 먹는

다. 너무나도 감미로운 너라는 음식. ‘거두절

4.4점

김현정 시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팀원들이 한

를⋯. ★★★ / 김규보 함께 시식한 편집팀 사

조선향米 쌀 밀크티 + 펄

할리스커피

단호박 바스크 치즈

e
swe

tato
t po

과 후각이 이상해진 상태입니다. 느껴지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t

u

pkin
m
u
p

김현정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뒤 미각

가을이 익어가는 밤

c h e st n

een

뚜레쥬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계절을 닮은 신상 간식을 네 명의 에디터가 맛봤다.

14
쫀득 고구마 호떡

간식에 살포시 내린 가을

PAGE

넛이라니요. 바삭바삭 견과류에 밤맛 필링
까지, 가을 그 자체. ★★★★

김현정 쌀 아이스크림의 밀크티 버전을 기대
했는데 밀크티의 존재감은 어디로⋯. 쌀은
밀크티보다 강하구나. 제 미각이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미숫가루 느낌⋯. ★★★ / 김규보 펄을 사랑
하는데,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아무 조건 없는 순결한 사랑이라고
부른다. 어여쁜 펄이 밀크티에 빠져 있어서

런 일을 겪으면서 컸단다. 그중 가장 기억에

질투심이 샘솟았다. 아차, 내 사랑은 순결한

남는 일은⋯.’ 또 사라졌다. 어쩌면 다음 생까

데⋯. 평정심을 되찾고 별 다섯 개를 준다. 밀

지 기다리기만 할지도. ★★★★★ / 강은주

크티야, 너 말고 펄에게. ★★★★★ / 강은

10월의 마지막 밤, 호들갑 떨긴 싫지만 그냥

주 쌀 밀크티를 우리 음식으로 번역한다면?

지나치기도 아쉬운 핼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공차에서 내어놓은 답은 미숫가루다. 막걸

이 케이크를 살 것이다. 호박 귀신 모양 초콜

리에 홍차 우려낸 맛을 기대했는데, 예상 밖

릿 토핑이 사랑스럽고, 달콤 고소한 치즈 향

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공차의 펄은 늘 그

은 더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 / 남

렇듯 훌륭하지만, 되직한 음료의 질감과 어

혜림 너, 나랑 오늘부터 1일이다? 촉촉 폭신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다. ★★☆ / 남혜림 집

한 식감과 그 뒤를 따르는 단호박 맛! 아, 케

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던 시식 코너 미숫

이크 위에 올려진 크림이 진짜입니다. 우리
오래도록 달게 만나자. ★★★★★

3.4점

가루, 너를 공차에서 만나다니! 펄이 들어가
서 씹는 재미까지 더해졌네요. ★★★

* 5점 만점

에디터 체험기

맛집 탐 방

부산

커피 보물섬,
영도 카페 탐험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조지영

낡은 건물이 늘어선 바다 마을, 갯내 물씬하던 부산 영도가
커피 문화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1

피아크
마일드 블루 돌체 라떼 8000원
히비스커스 & 패션후르츠 아이스티
8500원 고구만쥬 3000원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195번길 180
＠ p.ark_official

커피와
문화가
깃든 방주

영도 앞바다를 닮은 커피를 들이켠다. 두 눈에도 바다를 가득 머금은 채다. 북빈 물양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영도의 새로운 이정표 ‘피아크’다. 초대형 선박을 옮겨 온 듯한 6층짜리
건물로, 플랫폼(platform)과 방주(ark)를 연결한 이름엔 다양한 창작자의 순항을 돕는 발판 역
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물·책· 와인 ·디자인 소품 상점부터 딤섬 레스토랑까지 아
우르는 광활한 공간을 어디부터 둘러봐야 할지 난감하다면, 우선 4층으로 올라가 커피를 주문
해 본다. 피아크의 중추인 이곳 카페에서는 못다 헤아릴 만큼 다채로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
를 마련해 놓았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일드 블루 돌체 라떼인데, 청치자 가루를
넣은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붓고 섞어 마시는 음료다. 미처 섞이기 이전의 푸른색과 다갈색 색
면 층이 바다 위의 섬, 영도를 떠오르게 한다. 카페인 음료 대안으로는 빛깔 고운 히비스커스 &
패션후르츠 아이스티를 권한다. 베이커리를 곁들여도 좋다. 영도가 한국 첫 고구마 재배지라
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고구만쥬 파이는 풍미만큼이나 의미가 깊다. 좌석 어디서나 바
다를 조망할 수 있지만, 2층 야외 테라스인 오션 가든은 상석이라 할 만하다. 부산항대교부터
오륙도에 이르는 부산다운 풍광, 갯내 어린 바닷바람이 온몸의 감각세포를 곤두세운다.

© 부산관광공사

영도, 한 발짝 더

영도 커피 페스티벌 봉래나루로에서 열
리던 축제가 올해는 아미르공원에서 핸
드 드립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
린다. 스페셜티 커피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고, 주요 커피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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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하며 테마 BI 개발, 굿즈 제작, 홍보 영상 기획 등으로 부산 커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부산 여행의 즐거움, 커피 향기가 나날이 그윽해지고 있다.

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
마 ·엘살바도르 등 5개국에서 날아온 커
피 전문가가 강연을 한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영도가 더 향기로워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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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미미
필터 커피 5000원
스페셜 아메리카노 5000원
크림 에스프레소 4500원
부산시 영도구 남항로 26-10
＠ coffeemim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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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문화마을이 막 조성될 즈음인 2011년, 복닥거리는 남항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옛집에 카페 하나가 들어섰다. 정답고 쾌활한 이름, ‘커
피미미’다. 애칭 ‘미미 언니’로 유명한 주인장 성지은은 취미 삼아 즐기
던 스페셜티 커피를 더 많은 이와 나누고 싶어 이곳을 열었다. 스페셜티
커피가, 카페 문화 자체가 익숙지 않던 시절이었다.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카페가 무르익은 만큼 단골의 입맛과 안목도 함께 성숙했다. 달콤
한 베리에이션 커피만 찾던 동네 사람들이 산미 강한 필터 커피를 먼저
찾을 때 미미 언니는 소소한 보람을 느낀다. 소규모 로스터리임에도 다
양한 종류의 싱글 오리진 커피를 바지런히 선보이는 이유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을 모두 수용하기에 대여섯 개뿐인 테이블이 부족하긴

작고 소중한,
영도
터줏대감

하지만, 작은 살림집 구조를 잘 살린 아늑한 공간감 또한 이곳만의 매력
이다. 푹신한 소파 자리를 차지했다면, 달콤쌉싸래한 크림 에스프레소
를 홀짝이며 창밖으로 펼쳐진 뒷마당을 바라볼 차례. 미미 언니의 섬세
한 선곡이 운치를 더한다. 영도에, 아니 부산에 이처럼 바다 전망 없이도
오롯한 카페가 다 있다. 계절마다 향미가 다른 블렌디드 커피를 마련하
니, 그걸 섭렵하기 위해 몇 번이라도 다시 찾고 싶어진다.

© AREA6

영도, 한 발짝 더

봉래시장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봉래시장
은 이웃 남항시장과 함께 오랜 세월 영도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규모가 다소 축소되
었으나 여전히 이곳저곳 구경하는 재미
가 쏠쏠하다. 삼진어묵 본점을 비롯, 다양
한 부산 토착 브랜드를 품은 복합 문화 공
간 아레아식스가 봉래시장의 역사를 계
승하고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더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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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문화마을 절영해안산책로 위쪽
가파른 벼랑에 크고 작은 카페와 상점,
문화 공간이 모여 또 다른 산책로를 이룬
다. 봉래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줄기가
눈처럼 희다고 해서 ‘흰여울’이란 고운 이
름을 얻었다. 영화 <변호인> 등 수많은 이
야기의 배경이자 촬영지로 이름난 이곳
엔 남항대교와 마천루가 어른거리는 전
망, 피란민의 애잔한 역사가 공존한다.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부둣가, 영도 봉래나루로 일대가 커피 특화 거리로 탈바
영도
커피 문화의
자부심

꿈하고 있다. 변화의 맨 앞에 선 곳은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 바’다. 2019년 세
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컵을 거머쥔 전주연 대표가 공간을 이끌고, 2021년
월드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에 오른 추경하 바리스타가 동력을 더한다. 물양장 일
대 창고 건물을 개조한 건물에 들어서면 거대한 생두 저장고 사일로와 로스팅 기
기, 커피 주문과 제조가 이루어지는 기다란 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생두가
한잔의 커피로 거듭나는 전 과정을 한눈에 맞닥뜨리는 셈이다. 로스팅실 바깥엔
1925년 11월 20일 자 <부산일보>가 보도한 커피 수입 기사를 비롯해 부산의 커
피 역사를 살피는 조촐한 전시대를 마련했다. ‘시그니처 블렌드 부산’ 포장지에
부산 출신 김종식 화백의 작품 ‘귀환 동포’를 넣거나, 영도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백자 잔을 필터 커피와 함께 내는 등 지역의 미감과 커피 도시로서의 정
통성을 구석구석 담아 낸 것도 근사하다. 모든 메뉴가 미려하지만, 단 한 잔을 마
셔야 한다면 그건 ‘모모스 맛사탕’이다. 에스프레소와 우유에 오렌지 맛, 또는 얼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 바

3

그레이 맛 사탕을 빠트려 먹는 메뉴다. 사탕을 ‘사랑’이라 읽고 싶어지는, 보드랍
고 달콤한 풍미를 자랑한다.

에스프레소 6000원 필터 커피 7500~1만원
모모스 맛사탕 6500원
부산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60
＠momos_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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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산뜻한
가을 나들이,
아일로

➋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아일로가 제안하는 신상품을 입고
가을 나들이를 나선다.
옷에 이로운 가치를 담는 브랜드 아일로가
가을 신상품을 내놓았다. ‘자연과 사람이 함
께하는 이야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로 만든 옷이다. 원단 염색 과정

➌

도 친환경적이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부
드럽고 따뜻한 울 소재, 데님 원단, 아기자기
한 패턴 등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은은하
면서도 개성 있는 스타일로 가을을 누리자.

➍

➊ 화사한 색상과 바이올렛 컬러 포인트가 조
화로운 울 스카프. 울 소재라 숄로도 활용 가능
하고, 두껍지 않아 환절기에 착용하기 좋다.
ALIZ900 17만 8000원
➋ 래글런 소매의 아일로 자체 나염 프린트가
돋보이는 코튼 재킷이다. 소매와 옆선을 밴딩
처리해 귀여운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이 매력

➎

➌

적이다. ALIJ910 23만 8000원
➌ 가을은 벙거지의 계절. 데님 원단의 종 모양
벙거지가 경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6폭의 절개
면과 뒤쪽의 밴드가 착용 시 안정감을 준다.
ALIW900 8만 8000원
➍ 활동성을 강조한 데님 팬츠. 앞쪽의 사선 다
트와 뒤쪽에 달린 커다란 포켓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ALIP330 23만 8000원
➎ 2022 F/W 시즌 개발한 플라워 패턴이 사랑
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토트백. 탈착 가능
한 어깨끈과 내부 파우치가 있어 실용성도 놓
치지 않았다. ALIQ900 32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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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거리예술축제

포항

→

10.21~23

거리 예술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채색한다.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공공 미술의 장, 포항거리예술축제가 ‘우리, 좀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열
린다.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게>를 비롯한 시민 참여형 공연을 확대해 팬데믹
으로 위축된 공동체 경험을 되살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올가을 포항
을 찾는 여행자라면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도시를 낭만으로 적실 2022 포항
음악제도 찾길 권한다. 첼리스트 박유신 예술 감독과 벨체아 콰르텟, 선우예권,
이유라, 김영욱, 김재영 등이 선보이는 유려한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기회다.
장소 경북 포항 송도 솔밭 도시 숲 일대
문의 054-28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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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모 사진전: 역사가 된 찰나>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광양

09.06~12.18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사진전을 연다. <광주일보> 전

광양

10.06~2023.01.29

온갖 사조가 예술계에 등장한 20세기 초, 오직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신인 <호남신문> 사진부장으로, 여순사건과 6 · 25전쟁을 비롯한 격동

일군 독보적 예술가가 있었다. 조르주 루오다. 종교에서 길어 올린 휴머

기의 한국 근현대사 풍경과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 낸 전남

니즘은 루오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로, 오묘한 색감과 질감으로 표현

광양 출신 사진가 이경모의 작품 140여 점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이

한 인간 내면의 풍경이 묵직한 울림을 준다.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 조르

경모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한 시대와 인간을 섬세하고 면

주 루오 재단이 엄선한 작품 200여 점과 함께, 루오의 영향력이 미친 한

밀히 관찰한 예술가의 시선과 마주하게 된다.

국 표현주의 미술을 소개하는 연계 전시도 열린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026

027

WHAT
WHA
T'S UP

• SHOW •

• FESTIVAL •

<옥상 위 카우보이>

2022 웰컴 대학로

부산

10.12~16

09.24~10.30

서울

어른들의 치정극에 휩쓸린 두 여고생, 주리와

역대 최다 출품작으로 돌아온 공연 관광 페스

윤아가 학교 옥상에서 한판 크게 붙는다. 서로

티벌, 2022 웰컴 대학로를 반길 때다. 이번 축제

를 흘겨보던 둘은 어느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

에서는 뮤지컬과 연극은 물론이고 넌버벌 퍼포

해 함께 분투하고, 울고, 끝내는 어깨를 맞댄

먼스,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다.

채 성장한다. 영화 <미성년>의 원작 연극으로,

• FESTIVAL •

지난해 서울 초연 당시 전 회 매진 기록을 세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다. 배리어프리 관람도 가능하다.

계룡

장소 부산 무대공감
문의 070-8276-0917

10.07~23

육 ·해· 공 3군 본부가 한데 자리한 충남 계룡

개막식 ‘웰컴 로드쇼’, 거리 공연 ‘웰컴 프린지’,
릴레이 공연 ‘웰컴 씨어터’, 온라인 공연 ‘웰컴
K-스테이지’가 연이어 대학로를 수놓는다.
장소 서울 대학로 일원
문의 02-6925-0419

에서 열리는 행사다. ‘K-밀리터리, 평화의 하
모니’라는 기치 아래 세계 군악대와 한국 의장
대 합동 공연, 국가별 퍼포먼스와 마칭 밴드 공
연 등을 선보이고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
관’ ‘대한민국국방관’ 등 전시관을 조성해 세
계 평화로 나아가는 국군의 목소리를 전한다.
장소 충남 계룡 계룡대 활주로 일원
문의 042-840-3907

• FESTIVAL •

• FESTIVAL •

군산시간여행축제

2022 제2회 춘천술페스타

군산

10.07~10

춘천

10.07~08

전북 군산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군산근대

물 맑은 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흥겨운 술 축제

미술관, 호남관세박물관 등 일제강점기의 상

가 열린다. 사전 행사에 이어 10월에 열리는 공

흔을 지닌 거리를 배경으로 군산의 지역 예술

식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

인과 시민이 직접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을 진행한다. ‘우리 술 이야기 살롱’ 등 워크

구 시청광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버스킹, 벼

숍, 춘천 지역 전통주 장터, 막걸리 빚기와 누룩

룩시장, 주점, 패션쇼, 추억의 롤러장 등 흥미

비누 만들기 등 구수한 술 향기 폴폴 풍기는 콘

진진한 행사가 줄을 잇는다.

텐츠가 애주가를 기다린다.

장소 전북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
문의 063-454-3333

장소 강원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문의 164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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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따뜻한 예술,
2022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한 도시를 이끌었던 산업 자원을 현대 예술로 승화한다.
2022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경북 포항 곳곳에서 펼쳐진다.

1970년, 포항제철소가 첫 삽을 떴다.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은 이 고장의 삶과 생활을 견인해 왔다. 포항의 철강은 2차 산업 시대
의 대표 자원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넘어,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문화 자산이다. 그리하여 포항에서 ‘철’과 ‘희망’은 동의어다. 2012년부
터 포항은 철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포항의 스틸 아트는
지역 고유의 개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공공 예술의 근사한 사례 중 하
나로, 시내 곳곳에 190여 점의 스틸 아트 작품을 상설 전시 중이다. 미술
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난 예술 작품은 어느덧 포항 시민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머무르고, 다시 보고, 새롭게 즐기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철과 예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의 용광
로에 녹여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올해 11회를 맞은 행사는 ‘동행-공존
하는 다양성’을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예술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
가 성별,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축제의
장을 꾸리겠다는 포부다. 시민을 대상으로 드로잉 작품을 공모하거나
배리어프리 문화 여권을 발행해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고, 랜턴과 빛 소
품을 활용한 이색 나이트 투어나 도시에 산재한 스틸 아트 작품을 한눈
에 감상하는 택시 투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보고 누리는 프로
그램을 마련했다. 올가을, 단단하고 차가운 철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예
술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봐야겠다.

+ 지금 떠나요, 철강 문화 도시 포항으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예술과 하나가 되
는 경험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 ‘포항스틸아트투어’를 내려받으면 보
다 편리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지도 보기, 산책하기, 모아 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미리 작품 감상 동선을 계획한다. 예술
가의 아틀리에, 프린지 공연, 아티스트-워커 토크, 아트 포럼 등에 참
여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해도 좋다.
기간 10월 15일~29일 장소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일원
문의 054-289-7853(포항문화재단 축제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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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푸른 바다의 전설,
포항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시원스럽게 펼쳐진 저 바다, 저 언덕에 <삼국유사>가 전한 신비로운 설화가 깃들어 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완만한 언덕에 올라서니 두 눈 가득
새파란 바다가 펼쳐진다. 아득한 옛이야기가 잠든 이곳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이다. 이야기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닷가에서 해초를 채취하던 연오랑은 바위의 기
묘한 움직임에 휩쓸려 일본까지 떠밀리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일본인은 그를 왕으로 추대한다. 연오랑을 그리워하던
아내 세오녀 역시 곧 바위를 타고 그 곁에 닿아 왕비가 된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크게 기뻐했지만, 해와 달의 정기를 지
닌 부부가 일본으로 간 탓에 신라의 하늘은 빛을 잃고 만다.
연오랑은 신라 왕이 보낸 사신에게 세오녀가 짠 고운 비단
을 내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 이르고, 본국에 돌아간 사
신이 그의 말을 따르니 과연 햇빛과 달빛이 형형해졌다. 이
때 제를 지낸 못을 ‘일월지’, 비단을 간직한 어고를 ‘귀비고’,
그 일대를 ‘도기야’라고 이름 붙였다.

연오랑과 세오녀, 귀비고 이야기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은 이 전설을 그대로 재현한 놀이터
다. 공원 초입에 위치한 일월대에 오르면 영일만과 포항국
가산업단지가 한눈에 든다. 잔디로 뒤덮인 신라뜰에선 바위
두 개를 맞닥뜨리는데, 이는 연오랑과 세오녀를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는 전설 속 쌍거북바위다. 신라뜰 너머엔 연오
댁, 세오댁, 도기야댁 등으로 명패를 내건 초가 몇 채가 모여
신라마을을 이룬다. 언덕 꼭대기에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
어 전시관으로 거듭난 귀비고가 자리한다. 문화와 역사, 자

+ 해 따라 달 따라, 신라 문화 속으로
올가을,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서 운영하는 주말 상설 프로그램
‘해 따라 달 따라’를 즐겨 본다. 야
외 공연 <만파식적>, 연오랑 세오
녀 설화 속 해와 달, 바다를 테마
로 한 즐길 거리 ‘도지들 장터’, 방
탈출 게임 ‘별의 기억’ 등을 진행
하고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기간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일요
일 오후 1시~5시(매달 첫째 주 휴
무, 우천 시 야외 행사 장소 변경)
문의 054-289-7952(포항문화재
단 문화공간운영팀)

연이 어우러지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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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여 행

해남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HAENAM

풍
기
여기는 끝이며 시작이다. 뒤돌면 땅이 시작되는

숲이 울창한 금강저수지와 금강골

땅의 끝자락, 해남을 거닐고 있다. 남쪽으로 바다
와 섬만 존재하는 육지 최남단이 자연을 하나씩

해발 488미터 금강산을 품은 해남읍 해리에 이르

일으키고는 아울러 펼친다. 산, 들, 호수가 서서히

러 금강저수지와 금강골을 만난다. 이곳은 조선

떠오르다 완연한 풍경이 되는 것이다. 오늘이 지

시대엔 만조 때 바닷물이 하천을 거슬러 와 갯몰

나야 내일이 오듯이 땅은 끄트머리에서 새롭게 출

이라고 불렀다. 갯내가 차오르던 산자락은 이제

발한다. 그리하여 땅끝인 동시에 세계의 시원, 해

숲이 울창한 둘레길이 되어 사람들을 이끈다. 하

남. 가쁘게 달려온 산천이 바다에 닿아 숨을 가라

천 끝, 저수지 어귀에서 산책을 시작했다. 물가를

앉히는 곳, 혹은 처음 몸을 세운 산천이 북쪽으로

감싸고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에 가을 나무가 늘

가는 들머리이기도 하다. 자연과 나란히 걷다가

어섰다. 사방을 비추는 수면이 온전하게 푸르러

숨을 고르고 고개를 돌렸다. 산, 들, 호수가 서서

두 숲을 포갠 것 같다. 낯익은 햇살이 온기를 뿌리

히 떠오른다. 우리는 해남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는 길에서 가슴은 계속 따듯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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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가까운 역은 목포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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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어귀로 돌아왔다. 둘레길 초입 생태 놀이
터엔 나무 실로폰, 경사 미끄럼틀처럼 자연을 빌
려 지은 시설이 조밀하지 않게 듬성듬성 자리했
다. 직접 걸어 보니 마음껏 뛰놀아도 너끈할 만큼
시설 사이가 널찍하다. 연못 덱 길에 들어 자연 그
대로인 놀이터를 둘러봤다. 건물을 짓는 대신에
아이와 나무의 공간을 보살피는 마음을 헤아리면
서. 해남의 계절이 더 푸르게 다가온다.

두륜산이 안은 고찰, 대흥사
금강산을 벗어나 남쪽 논밭을 가로질러 두륜산에
도착했다. 산맥이 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중
에 또 한 번 무성한 숲길을 마주했다. 해남은 다다
르는 데마다 어찌 이리 우거졌는가. 높이를 가늠
하기 힘든 수림에 맑은 공기가 한가득하다. 나무
가 호기롭게 뻗었거늘 밑동들이 자아내는 분위기
는 더없이 아늑하다. 땅끝에 오는 동안 아껴 둔 솜
씨를 몰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북쪽으로 가기
전에 앞으로 보여 줄 비경을 슬쩍 내놓은 것인지.
자연이 선사하는 정취가 모든 곳에서 깊다.
부도전을 지나 해탈문에 당도하자 두륜산에 안긴
대흥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멀리 위에서 줄지은
봉우리들이 산사에 드는 객을 굽어보고 있다. 옆
으로 누워 열반을 맞이한 부처의 마지막이 저러
했을까. 지고한 경지에 이른 성자가 아득한 옛날
에 통과한 해탈의 관문을 넘어선다. 여전히 높이
를 가늠하기 힘든 수림 속 산사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놓였다. 번뇌 다발을 풀어내 해탈문 바깥으
로 던지고, 밝아 오는 정신이 가리키는 세상으로
간다. 미혹에 허우적거리는 중생에게 법음을 들
려주는 범종각을 휘돌아, 진리를 찾는 심진교를
밟고서 침계루 아래 좁은 길목을 건넜다. 대흥사
북원의 중심, 대웅보전이 나타난다. 바른 이치를
구하려 바지런히 오간 이들의 염원이 어린 이곳.

천 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두륜산 자락을 지켜 온 대흥사는
조선 시대에 초의선사를 비롯한 고승을 다수 배출한 한국의
대표 사찰이다. 문의 061-53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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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는 426년, 544년 또는 통일신라 말기에 창

넉하다. 항상 그래 왔으며 언제까지나 그렇다. 해

건했다고 전한다. 어떻게 보아도 천 년을 훌쩍 넘

탈문 바깥에서 번뇌 다발이 기다릴지라도, 두륜

는 세월이다. 서산대사 휴정이 “만 년간 훼손되지

산은 오늘 영원하다. 중정에 든 이들의 느린 걸음

대흥사 남원으로 가는 길에서 느티나무를 마주했

췄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 대흥사 전경이 한눈에

않을 땅”이라 찬탄할 정도로 대흥사의 자연은 아

을 뒤따르다가 다시 대웅보전을 보았다. 매 순간

는데 생김새가 묘하다. 수령이 500여 년인 두 그

들어온다. 통상 사찰은 일주문, 해탈문, 대웅전과

름다우며 단단하다. 천관산, 선은산, 달마산, 월출

드러나는 지금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진리를 구하

루가 한 뿌리에서 나온 듯이 줄기 아랫부분을 서

나머지 전각을 차곡차곡 세우지만 대흥사는 그를

산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복판에 해발 703미터 두

겠는가, 법음 한 자락이 마음에 담긴다.

로 둘러 감았다. 둘이건만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좇지 않았다. 굽이치는 두륜산 자락, 귀하디귀한

륜산이 장건하게 솟았고, 대흥사는 그 안에서 그

재차 범종각을 휘돌아 대흥사 남원으로 향한다.

둘인 모습이다. 두 나무가 맞닿아 하나가 되는 현

산간분지에 금당천이 흐르는 지형을 그대로 두고

윽하다. 세속의 아우성이 너무나도 쉽게 잊히는

대흥사는 금당천을 경계로 북원과 남원으로 나뉜

상을 연리(連理)라고 부른다. 줄기가 겹치면 연

가람을 올렸다. 아니, 더불어 살기로 했다. 보현전

이 적요를 깨뜨릴 이유는 없다. 도리어 괜한 동작

다. 사찰을 짓겠다고 자연을 헐어 버리는 일 없이

리목, 가지가 붙으면 연리지, 뿌리가 연결되면 연

마당에서 대흥사를 내려다봤다. 펴야 할 데에서

을 거두고서 입을 다물고 바라보게 된다. 적멸에

지세에 순응해 전각을 쌓았기 때문이다. 남원 보

리근이다. 대흥사 느티나무는 연리근이다. 두 그

펼 줄 알고 휠 곳에선 휠 줄 아는 전각들이 산맥으

들 것 같은 침묵에 잠겨 가슴을 스치는 순간을 받

현전 마당에서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루가 가까이에서 성장하다가 어느 때에 뿌리가

로 흐른다. 용마루들의 흐름은 꼭 파도를 닮아 크

아들일 뿐이다. 그러니 만 년간 훼손되지 않을 것

만났고, 끝내 이어지게 되었다. 하늘이 파란 날만

고 작게 꿈틀거린다. 파도는 제각각 너울대도 오

이다. 누구도 두륜산과 대흥사의 평온을 침범하

있었을까. 언제는 비바람이 몰아쳤겠으며 계속된

롯이 하나인 바다에서 나오니, 대흥사는 너그럽

가뭄에 바싹 마르기도 했겠다. 거리를 벌리거나

게 품고 자유자재하게 내보낸다. 그물에 걸리지

상대를 해쳐 홀로 살아남았대도 고개가 끄덕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두

는 세월을 둘은 더불어 살았다. 둘이 하나 된 시간

륜산 바람이 대흥사로 불어온다.

려 하지 않겠으니. 대웅보전 부처에게 경배하고
중정을 소요했다. 구름이 다음 길로 인도하는 양
대흥사 남원 쪽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시간은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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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는 금당천을 경계로 북원과 남원으로 나뉜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이고 남원은 천불전, 용화당, 가허루 등으로
구성된다. 서산대사 휴정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사도 자리한다.

품 너른 대흥사 이야기

속에 나누어 함께하는 둘의 이야기.
남원 전각들을 두루 살피다 보현전 마당에서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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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을 땐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전국을
돌며 방랑한 김삿갓처럼
무작정 여행을 떠나 보자.
삶의 이유를 찾으며
헤매는 과정이 여행이자
삶일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길, 달마고도

들던 고개가 달마고도가 된 건 2017년이었다.
고개를 오가는 이가 줄어 숲이 길을 덮은 그즈음

머릿속에서 목적지를 지운다. ‘그때까지’와 ‘반드

에 사람들은 둘레길을 조성하자고 결정했다. 문

시’라는 생각도 털어 냈다. 다만 발을 차례로 땅에

제는 방법. 굴삭기를 동원해 헤집으면 사람은 편

댄다. 몸이 절로 나아가도록. 눈길은 마음에 맡겼

하겠으나 자연은 부서진다. 조각낸 자연에 길을

다. 보려고 본다기보다 보이는 것들, 결국 가슴에

붙이고 그걸 자연이라 말하는 게 옳은 일인가. 40

맺히는 것들. 이를테면 가마득한 저 바다와 들판

여 명이 호미, 곡괭이를 들고 달마산에 올랐다. 기

이 벅찰 만큼 선명해지고 있다. 속도가 더뎌도 괜

계가 수 시간에 끝낼 과정을 며칠에 걸쳐 해 나갔

찮아서 발이 점점 느려진다. 그렇게 달마고도를

다. 기존 길을 걷기 좋게 보존했고, 길이 없는 곳

걷는다. 시시때때로 날아드는 풍경에 문득문득

에 길을 냈다. 그뿐이었다. 아홉 달을 매진한 결과

걸음을 그쳐 자연을 몸 안에 들여보낸다. 자연과

자연의 길이자 사람의 길, 달마고도가 탄생했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전남 해남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
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본방송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사람이 아우러지는 황홀한 경험이다. 달마고도는
해발 489미터 달마산 중턱을 둘러싸는 길이 17.74
킬로미터의 둘레길이다. 소를 끌고 우시장으로
향하는 사람, 한 보따리 걸머지고 먼 길 떠나는 행
상, 안부를 전하러 이웃 마을로 가는 주민이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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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고도는 달마산 중턱을 둘러싸는 길이 17.74킬로미터의
둘레길이다. 기계를 쓰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길을 닦아
2017년 11월에 개통했다. 문의 061-53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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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달마고도는 4코스로 구성된다. 미황사가 기점
인 1코스에서 출발해 완도와 다도해를 조망하는
2~3코스, 옛 숲길을 가꾼 4코스를 걸어 미황사로
돌아오는 데 6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나 달
마고도에서 시간은 예사로 망각된다. 시간에 ‘그
때까지’와 ‘반드시’를 덮어씌우려는 노력이 덧없
어지는 찰나들을 달마고도는 건넨다. 붉가시․사
스레피․굴참․때죽나무가 터널을 이룬 숲길에서
갑작스레 남해의 경치가 터지고, 어느 길목에서
는 봉우리에 매달린 기암괴석이 압도적 풍경을
쏟아 낸다. 상념이 제풀에 사라지며 그 자리를 채
우는 무위의 기쁨. 아무리 덮어씌우려 해도 이 순
간은 가려지지 않는다. 나를 방해하는 전부를 날
려 보내고 제 몫만 충실하도록 해 주는 달마고도
엔, 대흥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이 놓였
다. 아마도 자연의 자애와 조화로움을 가리키는
손짓일진대, 실은 길 끝에 무엇이 존재하든 좋다.
이 길은 매 순간 진실을 드러내기에. 우리가 왕성
하게 살아 있다는, 아무것도 우리를 훼손할 수 없
다는, 우리는 아름답고 단단하다는 진실한 소식
이 반향이 되어 달마산을 울린다.
달마고도의 비경인 너덜겅을 지나는 중이었다.
돌무더기가 굴러떨어진 비탈이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스러워 머물러 감상했다. 한참 뒤에 다시 걸
으려 아래를 살폈는데, 내심 길이 있을 거라고 믿
지는 않았다. 도무지 길을 내기 어려운 지형인 것
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2017년 어느 날에 호미와
곡괭이를 든 이들이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고 크
기가 고른 돌들을 다리처럼 갖다 놓았다. 길이 끝
났다고 여겼지만 길은 있었다. 혹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막바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다.
뒤돌면 땅이 시작되는 땅 끝자락, 해남에선 모든
게 새롭게 출발한다.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달마고도 4코스에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해발 380여
미터 지대에 석축을 쌓아 땅을 다지고 올린 도솔암에서 바다와
남해의 섬 무리가 한눈에 잡히는 장관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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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eungsa Temple, Embracing Nature
Hae-r i, a v i l lage i n Haena m-eup, is home to
Geumgang Reservoir and Geumganggol Valley. The
path leading to the valley is lined with large trees.
The reflection of the trees in the waters creates the
impression that you are standing between two forests.
I finally arrive at Duryunsan Mountain. Daeheungsa
Temple greets me from a distance, and I soon enter
Daeungbojeon Hall. Daeheungsa Temple is said to
have been built in 426, 514 or towards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Period. I bow before the statue of Buddha
in Daeungbojeon Hall. The clouds drift to the south,
as though guiding me to where I should go next. I take
my time for there is no need to rush. The temple will
be there for me, just as it always has. From the inner
courtyard, I look back at Daeungbojeon Hall. There is
no better time to seek the truth than now.
I peer down at Daeheungsa Temple from the front

Mountain and Geumdangcheon Stream. Known for

yard of Bohyeonjeon Hall. While most Buddhist

its beautiful scenery, the temple continues to stand

temples have an Iljumun, Haetalmun, Daeungjeon

tall and proud today in the heart of nature.

and various shrines, Daeheungsa Temple did not
follow this tradition. It was designed to be in harmony

Listening to the Sounds of Haenam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namely, Duryunsan
Dalmagodo is a 17.74 km-long trail along the midslope
contour of Dalmasan Mountain, which has an

Haenam,
the Start and
End of Land
Haenam, a county in Jeollanam-do Province,
shares a message from nature: The end is always
another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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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end as well as the start. Depending

elevation of 489 meters. The mountain pass often

on your viewpoint, Haenam can be a place

crossed by the locals was named Dalmagodo Trail in

where land begins or ends. Located at the

2017. It was around this time that the idea to form

southern end of Korea, it only has the ocean

Dalmagodo was conceived. The problem was how.

and islands lying to the south. Just like

Using an excavator was convenient, but this would

how tomorrow comes after today, the land

involve harming nature. Over 40 residents, determined

begins again where it ends. Haenam is where

to preserve nature, headed to Dalmasan Mountain

mountains and streams come to find rest as

with their hoes and pick axes. What they achieved over

they meet the sea. It can also be seen as the

several days could have been completed by a machine

entry to the northern part of the world. The

in a few hours. In nine months, they succeeded in

vast expanse of mountains, plains, and lakes

building Dalmagodo, a well-designed trail that is at

is a truly stunning sight. For nature and

the same time, a celebration of nature. Those walking

travelers alike, Haenam sets the stage for a

the trail can discover the charms of Haenam while

new beginning.

enjoying panoramic ocean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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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마실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살아 보고 체험해 보는 여행을 꿈꾸
는 이에게 해남이 권하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이다. 1박 2일부터 길게

는 6박 7일까지 정겨운 시골집 같은 공간에서 숙박하며 텃밭 가꾸기, 커피

→

→

해남의 즐길 거리 & 먹거리

해남시티투어버스 볼 것 많은 해남의 여행지 중에서도 정수만 편하
게 둘러보는 방법. 광주 유스퀘어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당일

코스 해남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금요일은 땅끝관광지와 초호감

로스팅, 장아찌 만들기, 과일청 담그기, 고무신 아트 등 해당 공간이 준비한

농원을 방문하고, 이 계절에 더 아름다운 미황사를 둘러본다. 토요일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끽한다. 2박 3일 이상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청할

금강골과 대흥사에 들르는 것은 물론, 해남 특산물인 배추로 만두와 만둣국

시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해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포인트를

을 만들어 시식한다. 일요일 코스도 있으며, 서울 양재역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도 마련했으니 땅끝 해남을 보다 쉽고 알차게 여행한다.

문의 061-535-6267

문의 062-360-8502

원조장수통닭 해남 토종닭 요리의 기원을 따질 때 꼭 등장하는 집이
다. 1975년 연동리에 들어선 자그마한 가게에서 2대 안재근 대표가

→

→

© 해남군청

적립하면 상품을 주는 해남프리 스탬프북도 받는다.

삼치회 ‘구이’가 아니라 ‘회’가 맞다. 구하기 힘들어 적지 않은 이가 잘
모르겠지만, 삼치회는 정말 맛있는 데다 때마침 가을에서 겨울 사이

토종닭 요리를 판매하면서 본격적인 명성을 얻었다. 3대 안덕준 대표는 부

가 제철이다. 해남에서는 추자도 근해에서 잡은 4~5킬로그램 나가는 삼치를

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구한 조리법 그대로 한 상 거하게 차려 낸다. 닭회,

맛깔스럽게 깍둑썰기해 낸다. 얼리지 않아 살이 무르기 때문에 두툼하게 썰

주물럭, 백숙, 죽을 차례차례 내오는데, 비법 양념을 가미한 주물럭은 감칠

어 풍미를 높이기 위함이다. 뜨거운 밥에 파 양념장을 얹고 김에 싸서 먹는 해

맛이 그만이다. 백숙까지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죽을 놓치면 곤란하다.

남 특유의 삼치회 먹는 방법도 유명하다. 싱싱한 삼치를 회로 떠서 파는 가게

백숙 삶은 육수에 찹쌀, 멥쌀, 녹두를 담뿍 넣고 끓여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가 많으니 이 계절에 해남을 여행하는 동안 꼭 방문해 보자.

문의 061-536-4410

문의 061-5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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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 고

강진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은은한 가을, 강진
차향이 월출산을 휘감고, 갈대와 바람이 노니는 전남 강진에서 그윽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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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차실에서는
한국 전통 발효차인
떡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제다 체험과 다구 활용법,
다례를 배울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61-434-4995

강진과 가까운 역은 목포역,
나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자꾸만 높아진다. 발꿈치를
들고 힘껏 손을 뻗어 봐도 아득하다. 뽀얀 구름은 하
늘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았다. 멍하니 위로 향했던
시선을 거둔다. 기차를 타고 목포역에서 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보다 남쪽
이다. 하늘을 수놓은 구름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
께 달린다. 서서히 월출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
에 깊이 잠긴 전남 강진에 닿았다.

차향을 전하다, 백운차실
예부터 명산으로 불린 월출산은 차 재배지로도 유

원장이 월산떡차를 우리며 운을 뗀다. “고려 시대예

명했다. 강진으로 유배를 온 다산 정약용이 이곳의

요. 좋은 차가 나는 월출산, 불교, 고려청자. 차 문화

차 맛이 좋아 자주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의 삼박자를 갖춘 곳이 바로 강진이었죠. 그리고 조

월출산은 일교차가 크고 햇빛을 막아 주는 안개가

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으로 오고 이야기

종종 끼어 야생 차나무가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

가 더 깊어집니다.”

경을 지녔다. 그런 월출산 아래에 전통차를 연구하

1801년에 유배를 온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들과

고 그 맥을 잇는 찻집 백운차실이 있다. 백운차실은

함께 공부도 하고 차도 마셨다. 18년 후, 해배를 맞

지금도 야생 찻잎으로 차를 만든다. 차실에 앉으니

아 떠나는 정약용에게 제자들은 ‘다신계’라는 약속

안온한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한국 차 문화

을 한다. 봄이 오면 1년간 공부한 글과 직접 만든 차

가 가장 융성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현정

를 스승인 다산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이었다.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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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아랫자락의 찻집
백운차실은 지금도 야생 찻잎으로
차를 만든다. 차실에 앉으니
안온한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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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명인 이시헌과 후손들은 그 뜻을 받들어 무려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킨다. 스승을 위하
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차에 불어넣은 것이다. 시간
이 흘러 조선에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이 내린다. 다
신계를 이어오던 이한영은 일본이 조선에서 차나무
를 기르고, 이를 수확해 일본식 이름을 붙여 유통하
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의
노동력으로 탄생한 차가 일본 이름을 달고 수출되
다니 당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연구 끝에 백운옥판
차와 금릉월산차를 만들어 한국 최초의 차 상표를
제작한다. 그것이 백운차실의 시작이자 뿌리였다.
그들의 후손인 이현정 원장은 차가 단순 기호 음료
가 아니라 문화라고 말한다. “차를 제작하는 사람
들은 ‘마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차를 한다’라는 말을
써요. 차를 마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문화가 깃든
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차 문화가 더 꽃피도록 차에
집중하고, 차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에 차향
처럼 은은한 미소가 퍼진다. 백운차실이 있는 한 전
통차 문화는 시나브로 퍼져 나갈 것이다. 마음에 차
의 온기가 내려앉아 따뜻하다. 월출산이 보이는 한
옥 마루에 앉아 차를 몇 번 더 홀짝여 본다.

생명의 노래, 강진만 생태공원
월출산의 품을 벗어나 이번엔 바다 쪽으로 향한다.
농촌에서 살다, 강진 푸소 체험

시야가 탁 트이더니 일순간 주변이 고요해진다. 코

강진을 온몸으로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한다. ‘푸소(FU-SO)’ 체험으로 농촌

끝을 스치는 바람에 괜히 킁킁거린다. 방금 전 산에

의 훈훈한 정서와 감성을 경험한다. 푸소는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Feeling Up,
Stress Off)’의 줄임말이자 전라도 사투리로 ‘덜어내다’란 뜻이다. 농가에서 하룻
밤 머물며 텃밭 체험, 소 먹이 주기 체험, 찻잎 따기 체험 등으로 농촌의 생기를 느

서 느껴지던 풀 내음, 흙냄새에 물 특유의 시원한 냄
새가 더해졌다. 앞쪽으로 가자 갯벌이 드넓게 펼쳐

낀다. 자연과 하나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어 일석이
조다. 농가마다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자. 강진에서

진다. 물이 빠지는 간조 때여서 펄이 훤하게 드러났

일주일 살기, 강진 푸소 시티투어 등에도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1-430-3314

다. 갯벌 반대편 저 멀리에는 나지막한 산세가 공간
을 채웠다.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던 곳이 2014년, 66만 1157
제곱미터(약 20만 평)에 달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으
로 변모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큰고니, 청둥오

© 강진군청

리 등 철새들이 겨울마다 이곳을 찾았다. 짱뚱어,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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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발말똥게, 수달, 삵 등 다양한 생물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장흥에서 흘러오는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 생태 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퐁당,

057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을 맞는다.
문의 061-430-3354

스르륵, 꼬로록, 꾸구국…. 고요한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본다. 다채로운 소리가 들
려온다. 갯벌이 숨 쉬는 소리. 갯벌에 마음속으로 인
사를 건넨다. 사람에겐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 갯
벌은 수많은 생물의 집이고, 어떨 땐 그 자체로 하나
의 거대한 생명이 되기도 한다. 언제나 생명력이 움
트는 곳. 그 강렬한 힘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린
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걷는다.

은갈빛 갈대의 향연
물풀과 펄이 가득한 공간을 지나 우거진 갈대밭으
로 들어간다. 갈대는 담수와 해수 모두를 필요로 하
는 식물이다. 담수인 탐진강과 해수인 강진만 바닷
물이 만나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갈대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마침 불어온 바람이 갈대를 흩
트리고, 솨 소리가 나며 주변이 일렁인다. 갈대밭에
파묻힐 정도로 낮은 길이 보인다. 생태공원은 간조

눈높이에 서서 갈대와 키를 맞추어 보고 갯벌도 더

퐁당, 스르륵, 꼬로록, 꾸구국….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본다.
다채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갯벌이 숨 쉬는 소리.
갯벌에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넨다.

자세히 살핀다. 생태공원 속 존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윤문숙 문화관광해설사가 읊조리듯 말한다. “여긴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지닌 곳이에요. 걷고 있
으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 곳곳의
생명들이 방문객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닐까.

와 만조에 맞춰 물이 빠졌다가 밀려드는데, 만조 땐

어느새 노을 진 강진만 생태공원의 풍경이 묵묵히

당연히 이 길도 물에 잠긴다. 물이 빠지고 난 후에는

우리를 토닥인다. 다시 힘차게 걸어 나간다. 종일 걸

펄이 남아 미끄럽지만, 길이 낮은 덕에 자연과 같은

었어도 지치지 않을 힘을 강진에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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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 여행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속초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곳, 속초

sokcho

어떤 장르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강원도 속초의 풍경. 그 속에서 촬영한 작품을 찾았다.

060

동해와 수려한 설악산이 마주 보며 숨 쉬는 고장, 속초. 설악산과 동해

When you think of Sokcho, the East Sea and Seoraksan

해변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것으로 속초의 매력을 다 보았다 말하기

Mountain first come to mind. But there is so much more

엔 아쉬움이 남는다. 속초는 산과 바다 말고도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to discover in Sokcho, such as Yeongnangho Lake and

신비로운 석호 영랑호와 청초호도 품은 곳이다. 일찍이 아름다운 자연

Cheongchoho Lake. Sokcho is one of the top cities to visit

경관으로 속초는 강원도 여행 성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설악산의

when traveling in Gangwon-do Province. This can be more

기암괴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과 잔잔히 너울거리는 동해, 그

deeply felt as you admire the peculiarly shaped rocks of

와 공존하며 바다 가까이 서 있는 영금정을 보면 왜 속초가 여행 성지

Seoraksan Mountain and Yeonggeumjeong Pavilion, which

인지 수긍하게 된다.

overlooks the East Sea.

속초에는 사람 이야기도 진하게 묻어 있다. 청초호 하구에 위치한 아

Located at the edge of Cheongchoho Lake, Abai Village

바이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꾸린 곳이다.

was formed by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 Korean

피란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교

War. The refugees chose Sokcho because they wanted to

적 북과 가까운 속초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

return as soon as they could to their hometowns after the

을 손꼽아 기다리며 낯선 곳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 나갔다. 누구인들

war. Who knew that we would still be at war today? Seventy

전쟁이 이리 오래 지속될 줄 알았을까. 휴전한 지 70년을 바라보는 지

years have passed, and the village has become a second

금, 아바이마을은 피란민이 아닌 실향민이 된 그들의 그리움이 가득

home for the refugees. Local specialties like gajamisikhae

찬 마을이 되었다. 그리움은 독특한 음식 문화도 낳았다. 함경도 음식

(fermented righteye flounders), Abai sundae (Abai blood

이지만 실향민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 먹기 시작해 속초의

sausage), and Hamheung naengmyeon (Hamheung-style

명물이 된 가자미식해와 아바이순대, 함흥 냉면이 그것이다. 북한의

cold buckwheat noodles) reflect the people’s yearning

지명 원산에서 이름을 따 ‘원산조선소’란 이름을 가졌던 칠성조선소

for their hometown. Another reminder of North Korea

도 실향의 흔적이다.

is Chilsung Boatyard, which originally went by the name

요즘 속초는 트렌디한 도시로 거듭나는 중이다. “사랑? 웃기지 말라

of Wonsan Boatyard after a city in Hamgyeongnam-do

그래.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라는 명대사로 지금까지 회자

Province.

되는 드라마 <가을 동화> 촬영지이자 속초의 ‘근본 여행지’인 아바이마

Even with its share of history, Sokcho has a trendy side.

을은 물론, 드라마 <남자 친구> 촬영지 외옹치 바다향기로, 속초의 랜

Abai Village was the filming location of the popular drama

드마크가 된 속초아이 등을 찾는 사람들로 속초는 북적인다. 그뿐이

Autumn In My Heart , and Oeongchi Bada Hyangiro Trail for

랴, 자연과 사람이 만든 풍경 모두 정다운 이곳에서는 어딜 배경으로

the drama Encounter. Sokcho Eye is a distinctive landmark

해도 영상미가 넘쳐난다. 속초를 담은 작품을 골랐다.

of the city. Read on for more about Sokcho on the scre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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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촬영했어요

뮤직비디오

<니가 뭐라고>
@대경중고서점, 간이해수욕장
가수이자 작곡가인 윤종신의 싱글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 중 일부로, 2020년 11월에 발표한 뮤직비
디오다. 노래는 설렘을 주제로 한다. 뮤직비디오
속 남자 주인공이 운영하는 책방은 속초 대경중고
서점. 여자 주인공과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순간은 간이해수욕장에서 촬영했다. 헌책방과 해
변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사랑스럽다.

3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

2019년 JTBC 설날 특집 다큐멘터리다. 1부 ‘동해
의 선물’, 2부 ‘금강과 설악’ 두 주제로 나누어 방영
했다. 1부에 등장한 칠성조선소의 본래 이름은 함
경남도 원산에서 따온 원산조선소다. 1952년에 문
을 연 이곳은 고향이 원산인 실향민이 차린 조선소

@상도문 돌담마을 송림 쉼터
고려 말 원 간섭기 충렬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
션 사극이다. 충렬왕과 원나라 원성공주의 아들 왕
원과 고려 최고 부잣집 딸 은산, 고려 왕족 수사공

a project by the singer-songwriter Yoon

의 아들 왕린 세 사람의 관계를 그렸다. 주인공 원

Jong-shin. The song is about how your

과 산이 숲속을 걸으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은

hear t flutters around someone. The

상도문 돌담마을 송림에서 탄생했다. 멋들어진 소

bookstore run by the male protagonist

나무들이 원과 산 주변을 감싸 청량함을 더한다.

is Daegyeong Secondhand Bookstore
in Sokcho , and the pl ace w here he

This fictional drama is set in the Goryeo

protagonist is Gani Beach.

Dynasty. It portrays the relationship among
Wang Won, the son of King Chungnyeol
and Princess Wonseong of the Yuan
Dynasty; Eun San, the daughter of a wealthy
nobleman; and Wang Rin, the son of a highranking official. Won and San express their
feelings for each other while taking a stroll
in the pine forest of Sangdomun Village.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 코리아>

@등대해수욕장

한국 곳곳 아름다운 장소로 이소라, 이하이, 하
림 등 국보급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거리
두기 버스킹 음악 여행을 떠난다. 해수욕장 바로
옆에 등대가 있어 등대해수욕장이라 불리는 곳
에서 하림의 감미로운 기타 연주를 배경으로 가

였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 뮤지엄 등을

수 이소라와 이하이가 ‘신청곡’을 부른다. 은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한 파도 소리까지 음악의 일부가 되어 코로나19

This documentar y aired as a Seollal
special in 2019. Part 1 features Chilsung
Boatyard, which was originally n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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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사랑한다>

This is part of Monthly Yoon Jong-shin,

has a special moment with the female

@칠성조선소

드라마

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인다.

Korean musicians travel around the

Wonsan Boatyard after the city of Wonsan

country as part of a socially-distanced
busking music trip. At Deungdae Beach,

in Hamgyeongnam-do Province. The

a beach in Sokcho by the lighthouse,

owner who opened the boatyard in 1952
is from Wonsan. Today, the boatyard has

Lee Sora and Lee Hi sing Song Request .

been transformed into a cultural complex.

sound of the crashing waves.

The soothing music blends well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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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여행

editor.김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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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을을 조선 시대 정원에서
강진
백운동원림

대전
남간정사

밀양
월연정

서울
석파정

월출산 옥판봉이 바라보이는 산자

연못이 하늘을 비추는 정원에 정

낙동강으로 흐르던 밀양강 물줄기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한 흥선대원군

락 아래에 비밀의 정원이 있다. 조

면 4칸, 측면 2칸 한옥이 놓였다.

가 크게 굽이치는 추화산 동쪽 자

이 결국 빼앗다시피 제 것으로 만

선 시대에 이담로가 산수가 수려

배롱나무꽃 흐드러진 여름과 사위

락, 숲에 안겨서 강을 내려다보는

들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아름다

한 자리를 찾아 조영하고 은거한

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 정경이 고

별서 하나가 고아하다. 월연대가

운 석파정은 조선 후기에 좌의정

별서 백운동원림이다. 나무가 우

와서 숱한 이가 찾고 즐기는 곳. 규

달빛을 비추고, 쌍경당이 거울처

을 지낸 김홍근이 바위 언덕 옆에

거져 바깥에선 존재를 알기 힘드

모는 작을지언정 가슴을 서정으로

럼 강물을 반영하는 월연정 풍경

세운 별서다. 석파정 서울미술관

나, 숲에 든 뒤엔 정원의 정취가 흥

채워 주는 여기에서 조선 후기 성

은 그 자체로 시이고 그림이다. 조

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4층으로 오

건하게 펼쳐진다. 술잔을 띄워 풍

리학의 거두 우암 송시열이 제자

선 중종 대에 기묘사화를 피해 낙

르면 석파정과 그를 둘러싼 자연

류를 즐긴 유상곡수, 사랑채인 취

를 가르쳤다. 대청 밑을 흘러 연못

향한 이태는 여기에 별서를 짓고

이 보인다. 산기슭 한편을 가지런

미선방이 계절로 물들어 가는 마

으로 가는 물줄기, 연못 가운데에

자연을 벗 삼아 마음을 달랬다. 임

히 채운 별서에 앉아 바라본 계곡

당에 그윽이 깃들였다. 언덕에 지

쌓은 섬처럼 자연의 흥취를 재현

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57년에

이 참으로 맑다. 계곡에선 ‘물 흐르

은 정자 정선대에선 옥판봉과 정

하고 돋우는 공간이 사랑스럽다.

복원했으나 만추의 노란 은행나무

는 소리 속에서 단풍을 감상한다’

원 전경이 한눈에 잡힌다. 몸과 마

우암 관련 자료를 전시한 유물관

와 밀양강 운치를 담아 내는 모습

라는 뜻의 누각 유수성중관풍루가

음이 청신해지는 풍경이다.

등이 인근에 자리한다.

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이 계절의 감흥을 고조한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안운길 100-63

대전시 동구 충정로 53

경남 밀양시 용평로 330-7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11길 4-1

061-43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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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5639

02-39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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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고운 곳에 조성한 옛 정원에서 가을 한때를 보낸다.

한국의 보물

writer.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Treasure of Korea

National Code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

- Gyeongguk daejeon

- <경국대전>

하고 성종 대인 1485년에 완성했다. 1397년 제1대 왕인 태

Gyeongguk daejeon , which is the great code of
national governance, was compiled at the order of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명
조가 법치주의 이념을 담은 <경제육전>을 공포했는데, 이것

King Sejo and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과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것이 <경국대전>이다. 안타깝

Seongjong in 1485. Gyeongje yukjeon , the six codes of

게도 <경제육전> 등 이전의 법령은 현재 전하지 않아, <경국

governance, was promulgated by King Taejo in 1397,

대전>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관제

and this was combined with other statutes to become

(官制), 재정, 관리 선발과 외교, 예제(禮制), 군제(軍制)와 형
벌, 토목과 산업 등을 규정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부 법령

Gyeongguk daejeon . While some amendments were
made to reflect changes in Joseon society, the values

이 고쳐지거나 없어지기도 했지만, 법전은 법치주의와 개인

of constitutionalism was maintained. The book was

의 생명, 사유재산 보호 등 조선의 기본 통치 규범을 유지했다.

published with metal types in 1486 based on the

1485년에 공포 시행된 것을 바탕으로 1486년에 금속활자로

original edition, and later mostly produced in the

펴낸 것이 전하며, 이후 이 활자본을 다시 새긴 목판본으로 간

form of woodblock print books. Today, Gyeongguk

행된 것이 대다수다. <경국대전>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daejeon is on display in the Permanent Exhibition

전시관 조선1실에서 만날 수 있다.

Hall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2-20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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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주)미스터멘션

부산 관광의 별

느린 휴
식의 로망을 이루다

부산 관광 스타기업 10

요즘 여행은 ‘점 찍기’가 아니라 ‘살아 보기’다.
한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 현지 주민처럼 생활
하고 구석구석을 걸으며, 일상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과 그 지역을 깊이 알아간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 달 살기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문제
는 ‘어디’다. 내게 꼭 맞는 장기 숙박 숙소를 어
떻게 찾을까. 부산에 본사를 둔 (주)미스터멘션
은 한국 최초 중 · 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 회사
다. 꼼꼼하게 검증한 한국 숙소 4000여 곳을 보
유한 데 이어 해외에도 500여 곳을 개척해 놓았
다. 오로지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는 일주일을,
아이와 함께 특별한 보름을, 고생하신 부모님께
선물 같은 한 달을. 미스터멘션이 바쁜 현대인
에게 느린 휴식의 로망을 선사한다.

주식회사

요트탈래
요트 위
다
에서 감상하는 부산 바

바다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 요트. 해운대와 광
안대교, 동백섬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요트
에서 감상한다. 주식회사 요트탈래의 해운대리
버크루즈는 강과 바다를 잇는 부산 최초 도심
형 요트 투어로, 수영강을 출발해 수영교와 민
락교를 거쳐 광안대교와 해운대 바다를 한 시간
가량 돌아보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다. 2020
년과 2021년에 입고한 최신식 쌍동선 요트 두
척은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내 ·외부가 인생 사
진을 약속한다.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정해 요
트를 통째로 빌리는 프라이빗 투어도 가능하다.
2020년에는 울산점과 해운대점 지점을 확장하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관광 미래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부산에 본사를 둔 유망 관광기
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 관광 스타기업 10개
사의 독창적 서비스를 경험하며 올가을 부산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자.

센텀스카이비즈 3006 · 3007호
1544-5154
www.mrmention.co.kr

여행이 더욱 재미있고 편안하도록, 지역이 더욱 활발히 살아나도록
별처럼 반짝이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타기업 열 곳을 소개한다.

‘부산 관광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는 등 요트 여행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표 주
자로서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중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85
1599-1789
www.yachttale.com

(주)서프홀릭
보드 타
고 만드는 색다른 추억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50
051-701-4851
www.surfholic.co.kr

(주)엔디소프트
세상 모
든 언어를 자유롭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21, 1212호
070-7860-6561
www.nd1.co.kr

몸을 움직이는 쾌감이 굳은 마음과 무료한 일상

K-컬처가 각광받으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을 흔들어 깨운다. 온몸으로 파도를 안고 누리

인 여행객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는 서핑은 바다를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주춤했지만 일상과 여행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부산의 수많은 해변 가운데 송정해변은 사계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만만치 않은 숫자

파도가 일정해 서퍼들 사이에서 ‘파도 맛집’ ‘송

다.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부산

정포니아’(송정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합성어)

은 풍경을 감상하며 힐링하고, 트레킹을 하고,

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사랑받는 서핑 성지.

맛집을 순례하고,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든 종류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소박하고

의 여행이 가능해 내 ·외국인 누구나 선호하는

정겨운 특유의 분위기가 서핑의 낭만을 더한다.

도시. (주)엔디소프트는 언어 때문에 부산의 매

(주)서프홀릭은 1~5단계 체계화한 커리큘럼을

력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

갖춰 처음 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도 나만의 파도

간 영상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브릿’을 개발했

를 만나도록 차근차근 안내한다. 서핑과 연계한

다. 줄임말이나 부산 사투리도 착실히 알아듣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해 지역 주민과 여행자

번역해 준다. 외국인과 눈 마주칠 때 당황했을

가 상생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민도, 외국인 여행객도 고민을 덜었다.

(주)리컨벤션
미래 핵
심 사업을 선도하다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507호
070-4239-2708

(주)짐캐리
짐 없는 여행의 시작

www.leeconvention.com

국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유·무형의 가치는 엄

소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말했다.

청나다. 방문객이 지역 업체를 이용하면서 발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생하는 수익에 그 도시가 세계에서 얻는 브랜드

인생이라는 여행이나 실제 몸을 움직여 떠나는

상승효과까지, 마이스 산업은 미래 핵심 사업으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통하는 진리다. 무거운 짐

로 떠올랐다. (주)리컨벤션은 항만도시라는 부

은 발걸음도 마음도 무겁게 하는 주범. 여행 짐

산의 특수성을 살려 해양 항만 분야 프로젝트를

당일 배송 서비스 기업 (주)짐캐리가 가벼운 여

개발, 운영하는 기업이다. 세계해양포럼 ·부산

행을 책임진다. 기차 타고 부산역에 내려 역사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같은 세계적 수준 행사를

내 짐캐리 매장에 먼저 들르자. 짐을 맡기고 여

진행하고, 그린라이프쇼 ·행복포럼 ·여성포럼

행한 뒤 숙소에 들어가면 짐이 도착해 있다. 지

등을 직접 기획해 주관한다. 기획 ·전시 ·홍보 ·

금껏 고객 12만 명의 짐 20만 개를 옮겼다니 믿

운영·의전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미주·

음직하다. 숙소에서 나가는 날, 역으로 가져다

유럽 ·아시아 컨벤션 사업체와 업무 제휴를 함

주는 서비스도 쏠쏠하다. 최근에는 공항에서 짐

으로써 해외시장과 연결하는 시스템도 마련했

을 직접 찾지 않아도 짐캐리가 알아서 해 주는

다. 리컨벤션이 부산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에어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1층
1544-8215
www.zimcarry.net

(주)지냄
가장 우
아한 휴식을 원할 때

위더스콘텐츠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051-741-6600

무료 체험
초대장이 가득

www.ycollection.kr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801호
051-782-0998
www.popomon.com

요즘 여행은 SNS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여행 전

바쁜 일상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해질 우아한 휴
식을 찾는다면 Y컬렉션 LCT가 답이다. Y컬렉

‘#추천여행지’ ‘#부산여행’ ‘#부산맛집’ 검색은

션은 ‘No.1 라이프스타일 호텔 체인’을 표방하

필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풍경과 메뉴

는 (주)지냄이 직영하는 하이엔드 생활형 숙박

를 갖춘 장소가 인기를 끈다. 생생한 사진, 진솔

시설 브랜드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 LCT

한 후기가 쌓여 누군가는 인플루언서로 자리매

레지던스에 1호점을 오픈했다. 모든 객실이

김한다. 사람들은 광고보다 이런 콘텐츠를 더

165~298제곱미터(약 50~90평)의 넓은 면적을

신뢰하기에 홍보가 절실한 기업과 영업장에서

자랑하며, 거실 통창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해운

는 인플루언서를 늘 찾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체 스위트

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매력적인 콘

타입인 객실은 유럽 명품 가전과 프랑스풍 예술

텐츠를 만들고 싶어 한다. 위더스콘텐츠의 ‘포

감각이 돋보이는 가구로 꾸며 모던하면서도 우

포몬’ 애플리케이션은 기업과 인플루언서를 매

아하다. 전용 라운지와 버틀러 서비스를 도입한

칭한다. 앱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 체

프리미엄 숙박시설에서 특급호텔 이상의 품격

험단을 상시 모집한다. 앱을 여는 순간, 어떤 멋

있는 서비스를 누리는, 꿈의 휴식이 기다린다.

진 곳의 초대장이 기다릴지 모른다.

코스웬콘텐츠(주)
Z세대 트
에
렌드와 맛집이 여기

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39
KT&G 상상마당 6층
051-954-8222

씨앤
부산과 세계를 잇다

boople.co.kr

정보의 바다라는 온라인 세계는 너무나 광활하
고, 그만큼 믿지 못할 정보가 허다하다. 경험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81번길 9
709호(동아제일빌딩)
051-468-3100
www.cncorp.kr

취향저격 맛집 찾기
부산언니 플러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여행자도, 비즈니스
맨도 부산을 숱하게 드나든다. 주식회사 씨앤

지 않은 이상 옥석을 어떻게 가릴까. ‘강추’를 믿

은 2007년 설립 이후 부산과 세계를 잇는 기업

고 방문한 맛집에서 실망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으로 착실히 성장해 왔다. IATA(Internation Air

자본을 허투루 쓰기는 아까운 일이다. 수많은

Transport Association) 공인 기업으로 전 세계

정보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항공권을 연중무휴 발권하는 시스템을 완비하

찾기도 어렵다. 이럴 때 ‘부산언니 플러스’ 애플

는 등 해외 출장 업무를 지원하고, 그 결과 한국

리케이션이 유용하다. 코스웬콘텐츠(주)가 내

항공우주산업(주)을 비롯해 많은 기업과 기관

놓은 이 앱은 상황과 입맛에 따라 내게 필요한

의 해외 출장 관련 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 항

정보를 한눈에 보여 준다. 80개 넘는 필터를 적

구도시 부산에서 긴요한 선원 교대 업무를 효율

용해 지역별·장르별·상황별 맛집과 핫 플레이

적으로 수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

스를 손쉽게 검색한다. 그야말로 부산 여행 필

업과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발 벗고 나

수 앱.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맛잘알’ 인플루언

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부산의 미래

서 부산언니가 제공하는 정보가 알차다.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다.

코레일 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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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 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남쪽을 휩쓸고 간 직후였
다.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는 추석을 맞이한 한국철도는 명절
특별 수송을 대비해 열차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평상시보

철도 위의 등대,
철도교통관제센터

다 8만여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했
다. 열차 운행 전반을 관장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엔 어느 때
보다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철
도교통관제센터는 강풍·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 검지 장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책임지는 곳,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조현우 관제사의 하루를 지켜보았다.

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을 분석해 열차
운행 속도를 조정하거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등 관계 부처
에 적절한 운전 명령을 통보했다. 숨가쁜 시간을 보낸 철도교
통관제센터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연휴를 났다. 관제사 조
현우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안부를 묻고, 일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었다.

(왼쪽부터) 관제부 1조 7권역 선임관제사 손인영, 6권역 선임관제사 박환영, 4권역 선
임관제사 주동섭, 고속권역 선임관제사 조현우, 관제부장 박재호, 5권역 관제사 최혁
상, 고속권역 선임관제사 정병국, 3권역 선임관제사 엄태도, 2권역 관제사 정선규.

반갑습니다. 철도교통관제센터와 관제사 업무를 소개해 주
세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고속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
임관제사 조현우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관제사

지난 추석 명절처럼 특별 수송 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

는 철도 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에 종

합니다. 열차 운행은 기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가장 난감한 계절

사하는 사람이에요. 열차 운행 전 구간의 실시간 상황을 통제

은 여름이에요. 폭염으로 인한 선로 장출(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팽창해 가로로

하고, 운행 선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검토와 승

부푸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장마철이면 선로가 침수되는 일도 잦기 때문이

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죠. 철도 사고가 발

죠. 폭설이나 기온 급강하를 대비해야 하는 겨울엔 열차 운행 선로 모니터링을

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고 열차 운행을 조정하거나, 운행 중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얼음이 풀리는 초봄, 지난 추석 연휴처럼 태풍이

및 열차 지연 상황을 승객 여러분께 공지하기 전에 운영상황

몰아치는 초가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일도 모두 관제사의 몫이에요.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야간에 유지 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최근에 아찔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동해선 덕하역과 개운포

마무리하고, 아침 첫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을 때죠. 이때만

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열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선로

큼 편안하고 좋은 순간도 없을 겁니다. 참, 하나 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변에 90대 어르신 한 분이 위험한 상태로 서 있다는 내용이었

국가와 가정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쓴 문구를 보면서 일할 때. 힘

습니다. 열차를 정차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덕하역 부역장님

이 절로 나서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곤 합니다.

이 어르신을 모시고 개운포역까지 걸어가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죠. 이렇듯 철도

마지막으로 승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나거나 장애가 발생

사고가 나거나 장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철도교통관제센터

하면 열차 운행이 늦어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에 보고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고,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객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애쓰고 있으니 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사고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승객 여러분의 설렘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네, 관제 시스템이 거듭 진화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운행 선로에 단전이 발생하면 일일이 현
장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조현우 선임관제사는 가족과 함
께 레일크루즈 해랑과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을 타고 기
차 여행 떠날 날을 꿈꾼다.

통해 관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열차 집중 제어(CTC), 전
철전력 원격 감시 제어장치(SCADA), 초고속 광통신망, 역사
및 교량 지진 감시장치(EQAS) 등 각종 설비와 차축 발열 검지
경보 시스템(HBS) 등을 정밀하게 갖춘 지금, 인공지능 관제
부분 도입을 비롯한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과거 5개 지역에 분산 운영하던 지역 관제실과 광명 고속관제실을 통합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가 탄생했다. 대전 한국철도 본사에서는 예비관제시
스템을 구축해 운영상황실을 마련하고 있다. 운전 관제, 전철 전력을 담당하는
SCADA, 통신과 신호를 담당하는 전기 관제, 수도권 전동열차 광역철도 상황
반, 고속선 시설상황반이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총 478명의 일근
및 교대 근무자가 365일 24시간 상주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충북 청주 오송
역 부근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축을 추진 중이다.

신간 ·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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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의 언어〉

〈우리에게도 예쁜 것들이 있다〉

옛 책은 그 시대를 알려 주는 좋은 매체지

하늘과 나무 색이 날마다 달라져 마음은 촉

코로나19로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대

만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우리를

촉하건만 이 느낌과 풍경을 글로 옮기려니

한민국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지, 유물은

위해 소설가 김인숙이 먼저 발을 떼 주었

내 언어가 참으로 궁핍하다. <산책의 언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다. 서울 국립중앙박

다. 한국학 자료를 1만 1000여 권 소장한

는 저자가 산책하면서 쓴 에세이에, 그 풍경

물관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전시한

명지-LG한국학자료관에서 <하멜 표류기>

과 관련한 낱말 사전을 덧붙인 독특한 구성

공간 ‘사유의 방’을 열어 찬탄을 자아내기

<한국서지> 등 수많은 서양 고서를 만났다.

의 책이다. “바다에는 육지에서 사라진 무

도 했다. 동양화를 전공하고 박물관을 제집

그들 눈에 조선은 어떻게 보였을까. 저자의

언가가 있다”로 시작하는 바다 편 에세이에

처럼 드나든 저자가 예쁘고 실용적인 한국

표현처럼 “그 책들이 담고 있는 공간과 공

감풀, 까치놀, 난바다 같은 단어를 설명하

의 유물을 소장처와 함께 소개한다. 조곤조

간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의 ‘이야기’”가 펼

는 식이다. 나의 빈약한 언어가 풍성해진다.

곤 말을 건네는 유물을 보러 당장 박물관에

쳐진다. 김인숙 지음 은행나무 펴냄

우숙영 지음 이민선 그림 목수책방 펴냄

가고 싶어진다. 이소영 지음 낮은산 펴냄

EXHIBIT

〈1만 1천 권의 조선〉

〈지구의 시간>

<Mother’s Mother_알아차림 전(田)>

<정동산책 그리고 서울>

소리로 풍경을 그리는 사운드 스케이프 같

글 배우는 게 꿈인 강원도 산간 마을 할머니

곡절 많은 근대 역사는 서울 정동에 많은 건

은 기술을 활용해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

들의 고된 삶이, 그토록 동경한 학교에서 예

축물을 남겼다. 외국인이 처음 세운 사립학

를 형상화했다. 인간이 지구에 개입한 결과

술로 피어났다. 운영을 중단한 원주 황둔초

교 배재학당, 고종이 머무른 구 러시아 공사

를 은유한 ‘사운드 웨이브(Sound Wave)’,

등학교 창평분교가 할매발전소라는 이름으

관 등이 이 땅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관람객이 참여해 환경을 복원하는 ‘생명의

로 거듭난 것이다. 할매발전소 개관전에서

화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건축가 임진우

씨앗’ 등 콘텐츠 9점이 공존의 길을 모색한

는 이은경을 비롯한 작가 10여 명이 할머니

가 정동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주요 근대

다.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과 협업한 ‘원

를 주제로 한 작품 14점과 영상 4편 등을 선

건축물을 수채화 50여 점에 담았다. 지나치

데이(One Day)’는 지구의 하루를 음악과

보인다. 작품에 어린 삶의 흔적이 따스하다.

기 쉬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서정적으로 되

빛으로 조명했다. 기간 11월 6일까지 문의

기간 11월 27일까지(매주 금·토·일요일)

새긴다. 기간 2023년 9월 21일까지 문의

1899-5566(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bylocality(강원도 원주 할매발전소)

02-319-5578(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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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영화

SHOW

Culture

〈제4회 어텀실내악페스티벌〉

〈금란방〉

조선 시대 탈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

슈베르트, 라벨, 드뷔시, 시벨리우스가 음악

서간 관리자 김윤신은 매일 밤 왕에게 연애

됐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흥미

으로 쓴 편지를 들추어 보는 기회다. ‘디어

소설을 낭독하라는 명을 받든다. 지루하다

로운 물음에서 출발한 공연이 있다. ‘일상

(Dear); 친애하는’을 테마로 내세운 이번 축

는 왕의 호통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도성의
유명 전기수 이자상을 만나기 위해 부녀자

〈추는 사람, 고양〉

에 탈춤을, 모두와 탈춤’이라는 주제를 내

제는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로 관객

건 시리즈 <추는 사람>이다. 황해도부터 강

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첼리

만의 은밀한 사교장인 금란방에 드나들기

원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태동한 지역별 탈

스트이자 예술 감독 박유신과 더불어 바이

시작한다. 라이브 밴드의 역동적 사운드를

춤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탈춤꾼 집

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박지윤 등 유

동원한 참여형 가무극으로, 관객은 조선 시

능한 연주자가 참여해 무대를 빛낸다.

대 밀주방에 온 손님이 되어 공연을 즐긴다.

기간 10월 20 · 21 · 23일

기간 10월 11일~11월 13일

누리 문의 1577-7766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338-3816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1577-3363

MOVIE

단 천하제일탈공작소가 판을 벌인다.
기간 10월 6일~9일 장소 경기도 고양아람

〈낮과 달〉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6·25전쟁 때 충남 태안군에서 벌어진 민간

민희는 남편과 사별한 후 생전에 남편이 살

신비의 숲 아마존 깊은 곳, 생명의 아름다

인 학살 사건의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

고 싶어 한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 그곳에

움이 넘치던 칸다모 마을은 전설 속 악마

영화다. 1950년 7월 보도 연맹 사건부터

서 성격 좋은 이웃 목하와 그의 아들을 만

야쿠루나의 저주로 위험에 빠진다. 최고 사

1951년 1·4 후퇴 직전까지 경찰과 치안대

나고, 그들과 점점 친해진다. 친분을 다지

냥꾼을 꿈꾸는 아인보가 아마존을 구하기

가 태안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파

던 중 민희는 목하가 남편의 첫사랑이라

위해 정령 안내자 딜로, 바카와 함께 수호

헤친다. 태안군 유족회 이사 강희권과 세월

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실의 아픔이 가시

자 ‘모텔로 마마’를 찾아 떠난다. 아마존강

호 참사 유가족인 김영오 씨가 피해 유족,

기 전 황당함과 마주한 민희와 잊고 지냈

유역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을 모티

목격자와 함께 학살 현장을 찾아가 당시 상

던 ‘전 남친’의 기억을 꺼내게 된 목하의 예

프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10월 개봉.

황을 듣는다. 10월 6일 개봉.

측 불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0월 개봉.

감독 세 젤라다, 리차드 클라우스 목소리

감독 구자환 출연 강희권, 김영오

감독 이영아 출연 유다인, 조은지

출연 롤라 라이에, 베르나르도 데 파울라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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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호텔 & 리조트 뉴스

Hotel & Resort
코오롱 리조트 앤 호텔 경주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내 반려견 ‘멍BTI’에 딱 맞는 여행

휴식도 예술과 함께

코오롱 리조트 앤 호텔 경주가 반려견의 성향에 맞는 여행을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호텔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긴다.

추천해 주는 모바일 ‘멍BTI 테스트’를 출시했다. 마이어-브릭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해운대

스 성격유형지표(MBTI)와 동일하게 반려견을 총 열여섯 가

영무파라드호텔에는 ‘쉬는 것도 예술이다’를 슬로건으로 꾸

지로 나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코오롱 리조트 앤 호텔 공

민 아트 룸 ‘뮤럴라이프’와 ‘도로시’가 있다. 입구부터 객실 벽

식 인스타그램 또는 시설 내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진행

지까지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을 작가들이 개성 넘치는 스타일

할 수 있다. 멍BTI 테스트 출시를 기념해 코오롱 리조트 앤 호

로 꾸며 특별한 영감을 전한다. 호텔 내에는 300점이 넘는 작

텔에서 운영하는 마우나오션리조트가 펫 프렌들리 패키지를

품도 비치되어 있다. 해당 객실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 상담을

운영하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통해 예약 가능하다.

054-740-0500

www.kolonhotel.co.kr

051-743-0003

www.ymparade.kr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줄기세포 치료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쥬비네이션의 대표 주자, 청담셀의원의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규칙적

휘닉스 평창
평창에서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는 방법
사계절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휘닉스 평창이 가을 여행을 테
마로 프리미엄 숙박 패키지를 내놓았다. ‘가을 올인클루시브
프리미엄’ 패키지는 호텔 또는 콘도 객실 1박에 식사 3회, 관
광 곤돌라, 블루캐니언 워터파크, 루지랜드 카트 이용권, 웰
컴 드링크, 오대산 월정사 입장권을 포함한다. 평일에는 월정
사 셔틀버스도 이용 가능하다. 식사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의
뷔페, 야외 캠핑 BBQ, 무제한 와인 뷔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1577-0069

www.phoenixhnr.co.kr

강 지도를 그렸다면, 현재 건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

으로 운동하는 현대인이 많다. 과거 건강관리는 중· 장

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청담셀의

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원은 혈액에서 얻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암· 만성질

20~30대도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항노화 의학 트

환 검사를 시행한다. 이들 요소를 활용할 시 건강 계획

렌드도 변하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에 행하

을 보다 면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조찬호 원장의 설

던 ‘리쥬비네이션(재생 ·회춘술)’에서 ‘프리쥬비네이션

명이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이미 병에 걸리거나 노

(예방 목적 재생술)’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청담셀

화가 진행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가

의원 조찬호 원장은 프리쥬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

시작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선제적 안티에이징

방주사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

에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

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

젊고 건강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건강 계획 설계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청담셀의원

프리쥬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받는 요소가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다. 이는 자기 재생 능력, 분화 능력이 있는 원시세포로

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조

세포 재건에 영향을 미친다. 난치병 치료 연구에 널리

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

쓰이며, 최근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도 긍정적 효과가

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

있다는 논문이 다수 나왔다. 저하된 체력과 노화된 몸

다. 연구와 학술 활동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청담셀

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

의원은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국내 극소

Cell)’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해 링

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보다 효율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거로 주입,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줄기

를 하기 위해 생명과학 의료 기기 회사 (주)베스테크와

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하는 방식이다. 성 기능을

지방 줄기세포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처진 피부와 주름을

레보메디의 트라이셀 골수 줄기세포 교육 지정 병원으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

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주)미래CT와도 공동 연구를 시작

함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

해 신경 줄기세포 응용 연구 중점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

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이 여기

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에 속한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점을 미리 알
고 노화에 대비할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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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독자 편지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기차로 여행하면서
가족을 위해 고생한 엄마
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1박 2일 강릉 정동진에 다
녀왔습니다. KTX를 탄 시
간은 2시간밖에 안 되지
만, <KTX매거진>을 보며
다음 여행을 꿈꿨어요. 설
렘이 함께한 즐거운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이정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영롱한 시절, 영주
초록빛이 영롱한 영주 사진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인
삼의 땅 풍기를 그린 풍정, 영주 평은면 유람기와 관사
골을 여행한 답사기까지! 사진은 물론 이야기 하나하나
가 영주에 가고 싶게 하네요.
강미옥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 강태옥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6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10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홍시’

문학, 별 그리고 영월
<KTX매거진>을 읽고 방랑 시인 김삿갓과 별마로천문
대의 매력에 풍덩 빠졌어요. 우리 가족 가을 여행지는
영월로 정했답니다. 영월에 가서 김삿갓처럼 이곳저곳
을 누비고, 밤하늘을 보며 삶의 이유도 찾아볼 거예요.
임경희 충남 아산시 배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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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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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공공 기관 최초 ‘녹색마스터피스상’ 수상
한국철도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최고 권위 상이자 올해의 녹색상을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만 자격을 주는 ‘녹색마스터피스상’
을 공공 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올해의 녹색상은 제품의 친환경 효과를 전문가와 환경 단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중
부내륙선 KTX-이음이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까지 중부내륙선 KTX-이음 탑승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의 6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소나무 3.2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

코레일유도단,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우승
코레일유도단이 동해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
원도 동해에서 열린 ‘동트는 동해 2022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교통부 유도부로
창단한 코레일유도단은 2014년부터 대
전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유도팀으
로 활약 중이다. 14개 실업팀이 참가한 이
번 전국 대회에서 실업 최강이라 불리는

탄자니아 철도공사와 협력 이어가는 한국철도

내비게이션 앱으로 받는 철도 건널목 주의 알림

국군체육부대, 양평군청팀을 차례대로
물리쳐 단체전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

한국철도와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협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

이제 내비게이션 앱으로도 철도 건널목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다. 지난 4월 양구컵전국유도대회에 이어

다. 나희승 한국철도 사장은 지난 9월 대전사옥에서 탄자니아

지난 8월 말, 한국철도가 주요 내비게이션 앱에 ‘도로 인접 철도

올해 두 번째 우승이다. 개인전에서는 고

철도공사 마산자 쿤구 카도고사 사장과 만나 철도 건설과 운영,

시설물 안전 운전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철도
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 입체 교량 등 철도 교통 시설물을 자

승조(-73킬로그램급) 선수가 은메달, 이

유지 보수 사업 등을 함께 해 온 인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성

재용(-100킬로그램급) 선수가 동메달을

공적인 사업 수행을 약속하며 철도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철도

동차가 통과할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주의 운전 알림 등의 정

획득했으며 안현석 감독은 우수지도자

는 올해 말 탄자니아 철도공사 기술진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보를 제공한다.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앱을 내려받거나 최신

상을 수상했다.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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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AT KORAIL SERVICE
코레일톡 ‘내통장결제’ 서비스 시행

전국 철도 시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적극 추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점검뿐이다. 한국철도가 10월 14일까지 주요 역, 철도 교량, 터널 등 전국 철도 시설물 273곳에 대한 ‘대한
민국 안전대전환’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진단은 정부와 공공 기관이 범국가적으로 참여해 사회의 안전 관리 실태
를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한국철도는 지난 8월부터 국가철도공단, 안전 전문가 등 합동 점검반 90여 명과
드론, 첨단 기기를 동원해 전국 철도 현장의 낙석 우려 지형, 비탈, 노후 시설 등 위험 요소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5

현장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막은 폭우 피해 사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수도권 곳곳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지난 8월, 열차를 타고 선로를

한국철도가 나섰다. 지난달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의 한국철도

점검하던 시설관리원이 경부선 서울 노량진역 인근 하행선을

신용카드, 각종 페이 서비스 등 기술 발전으로 현금이 없어도 경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승

봉사단은 각 지역 복지 기관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수

지나며 선로 자갈이 유실된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본사에

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아직

차권 선택 후 ‘결제선택’에서 ‘간편결제’ 중 ‘내통장결제’를 누르

건 등 생필품과 즉석밥, 보양식, 반찬 같은 식품 키트를 전달했

알려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선로 자갈은 열차 하중을 분산하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고객을 위해 한국철도

고, 최초 계좌 정보 입력 시 설정했던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 한국철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과 함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꼼꼼한 현장 점검이 큰 사고를 막

가 코레일톡에 ‘내통장결제’ 서비스를 마련했다. 내통장결제 서

된다. 이 외에도 코레일톡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카카오페이, 신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은 것이다. 한국철도는 사고 예방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재난 피

비스란 철도 회원·비회원 모두 사용 가능한 계좌 연계 결제 서비

한pLay, PAYCO와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에 나눔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해 최소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스다. 코레일톡에 계좌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 비밀번호

제공하니 쉽고 빠르게 승차권을 예매해 보자.

6
088

코레일톡, ‘내통장결제’ 서비스 시행
카드 결제도, 페이 앱도 이용하기 곤란한 이를 위한 서비스

나눔으로 풍성해진 추석

7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지난 8월 9일 경기도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1221 열차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저는 열차를 기
다리던 중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공황 발작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땅바
닥에 주저앉아 열차를 기다려야 했지요. 겨우 열차에 탑승했지만 과호흡으로 손발이 오그라들기 시작했
고, 머리마저 저려 왔습니다. 그때 문희선 여객전무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발작이 잦아들 때까지 토닥여 주
시고, 손을 주무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며 도와주셨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찾아
올 수도 있었는데, 여객전무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발작이 차츰 잦아들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희선 여객전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문희선 여객전무
힘들어하시는 고객님을 발견하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고객님이 진정되도록 등
을 토닥이고 손을 주무르면서 안정을 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가셨는지 걱정했는데 무사
히 귀가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종착역에서 진심을 담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
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분이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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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힐링 농뚜레일 여행
농뚜레일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순창 힐링 농뚜레일은 왕복 KTX 승차권과 투어 버스, 중식, 농촌 체험 활동, 입장료 및 카
페 음료비까지 포함한 알찬 상품이다. ‘산경가든’에서 푸짐한 백반을 맛보고 강천산에서 트레킹을 한다. 족욕 체험, 생태 화분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뒤 카페 ‘베르자르당’에서 여유롭게 커피까지 마신다. 매력 넘치는 도시 순창을 한 번에 돌아볼 기회다.

강천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에서 정읍 쪽으로 약 8킬로미터를 달리면 한국 최초 군립

시원한 경치와 스릴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공원인 강천산 입구에 닿는다. 강천산은 높지는 않지만 계곡이

순창과 남원에 걸쳐 있는 채계산은 적성 채계산과 동계 채계산

깊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른다. 맑은 계곡 덕에 호남의 소금

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출렁다리를 놓아 두 산을 하나로 이

강을 품었다고도 한다. 등산하는 동안 병풍바위, 용바위, 비룡

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한국에서 가장 긴 무주탑 산악 현수

폭포, 금강문이 고운 풍경을 내어 준다.

교로 길이 270미터, 최고 높이 90미터에 달한다.

매주 화요일
15인 이상
참여 시 출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예약

상품 가격:
5만 7400원부터

(여행 4일 전까지 예약 가능)

(서울 용산역 출발 기준)

강천산

투어 소요 시간:
약 9시간

생태 화분 만들기 체험

산경가든

족욕 체험

베르자르당

순창군-코레일 연계 철도 관광 상품

황홀한 자연과 뛰어난 장 문화, 전북 순창

순창 강천산 힐링 패키지
투어 버스를 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편하게 순창을 여행하는 패키지다. 왕복 KTX 승차권과 투어 버스, 입장료와 카
페 음료비까지 포함해 편리하다. 절경을 품은 강천산을 걷고, 발효소스토굴과 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순창의 발효 역사를 둘러본
다. 아슬아슬함이 매력인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스릴을 만끽한 후에는 베르자르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강천힐링스파

순창발효테마파크

온천수가 흐르는 실내외 스파 풀장, 세러피 마사지 체험으로 지

발효 식품에 담긴 선조의 지혜와 정성을 살핀다. 세계 음식의

친 몸에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1층에서는 기포탕· 바가지탕

역사와 식품 속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인 푸드

같은 다양한 스파를 즐기고, 2층에서는 온열 도반욕이 가능한

사이언스관, 우리 삶에 녹아든 미생물을 탐구하는 미생물뮤

도반 욕실과 족욕 카페 등에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

지엄을 비롯해 다년생식물원, 효모사피엔스관 등 발효를 주

와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다.

제로 만든 테마관에서 발효· 장 문화의 정수를 만난다.

10인 이상
참여 시 출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예약

상품 가격:
5만 2200원부터

(여행 4일 전까지 예약 가능)

(서울 용산역 출발 기준)

발효소스토굴
강천산

투어 소요 시간:
약 9시간

채계산 출렁다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베르자르당

문의 063-855-7715(한국철도 전북권 여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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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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물 보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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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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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
광명역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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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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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열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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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금연

Ven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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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의약품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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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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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1층 8B번,T2지하1층 45번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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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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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plus.korail.com

※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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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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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또 부산
올해 부산에 세 번 갔다. 4월호, 8월호, 그리
고 이달 10월호 ‘맛집 탐방’ 취재를 위해서
였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새삼 <KTX매거
진> 편집부에 합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었다. 누군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도시 있
어?”라고 물으면 답은 늘 하나, 부산이다. 음
식이 맛있고, 커피가 향긋하고, 도시 곳곳에
흐르는 역사도 흥미진진하다. 흔히 부산 하
면 바다를 떠올리는데, 이름에 산을 품었을
만큼 산도 좋다. 이른 아침 서울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닿아 구봉산을 바라볼
때마다 비로소 멀리 떠나 왔음을 실감하곤
한다. 몇 번을 반복해도, 그 강렬한 느낌은 닳
지 않는다. 기차 타고 언제든 여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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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볼 수 있겠죠, 조성진 선생님

곳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뚜벅이 여행자

차 좋아하시나요?

8월 30일은 근래 최고 설레는 하루였다. 다

에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언제나 최우

예전엔 좋아하는 차를 묻는 질문에 유자차라

음 날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선 목적지다. 무엇보다, 그냥 부산이 좋다. 부

고밖에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유자차는 보

피아니스트 조성진 님 연주회 ‘피케팅’에 성

산 출장 계획을 세울 때에 늘 휴가를 하루 더

통 유자청에 뜨거운 물을 더해서 먹잖아요.

공했기 때문이다.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과

붙여 여행할 꾀를 낸다. 대체로 그 꾀를 성실

청이니까 당연히 달달하니 맛있지요. 제대

2번을 같이 들려주는, 일생 다시 가능할까 싶

히 실천했지만 이달엔 비바람을 피해 허겁지

로 우린 녹차를 처음 마셨을 땐 충격이었습

은 엄청난 레퍼토리의 연주회였다. 마음은

겁 서울로 돌아오느라 그러지 못했다. 아쉬

니다. “이렇게나 떫고 아무 맛도 없다니!” 향

벌써 노천극장에 가 있는데, 오후부터 열이

운 것도 잠시, 태풍으로 고통을 겪은 부산과

이 고소하고 오묘한 것이, 보리차 비슷한 맛

오르고 몸살 증세가 나타났다. 아닐 거야, 지

경상도 지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

이 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옛말에는 차 맛

금껏 안 걸렸잖아! 몸은 점점 더 아프고, 그날

다. 부디 시민들과 도시가 안전하기를 기도

이 좋다든지, 자연을 벗 삼아 차를 마신다든

어떻게 퇴근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네, 양성

하는 마음이다. 강은주

지 하는 표현이 가득하던데, 다 과장 같았습

이더라고요ㅠㅠ 내 공연ㅠㅠ 조각달이 뜬 여

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차가 없어서 못 마

름밤 조성진 선생님이 연주하는 쇼팽ㅠㅠ 앙

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정확히는 차를 우

코르로 드뷔시 ‘달빛’을 쳤을 땐 관객이 일시

려 마시는 다구가 없고, 제대로 우리는 방법

에 탄식했다고 한다ㅠㅠ 살아 있으니 또 기

도 몰라 못 마십니다). 과일과 만나면 더 매력

회가 오겠죠. 걸리고 알았다. 누구는 가벼운

적인 블랙티, 밀크티로 마실 때 최고인 얼그

감기처럼 지나갔다지만 나는 정말 격렬하게

레이는 물론이고요. 차의 근본 녹차, 입도 눈

아팠고, 누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도 즐거운 꽃차, 떡차 등도 보이면 바로 도전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많다. 반지하, 쪽방

하곤 해요. 그래서인지 강진 백운차실에서

등의 공간에서 병과 일주일 격리를 견디는

만난 월산떡차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은은

분은 더욱 힘드실 것이다. 흔한 질병이 되었

한 맛과 향 덕에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한 번

다 하여 개개의 아픔이 덜해지진 않는다. 모

더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최근엔 호박팥차

든 이가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 세상이기를.

를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 최소한의 선이 어느 누구에게 더 낮아지

차가 뭐냐고 다시 물으면 아직은 대답하고

지 않기를. ‘조성진의 다음 공연’ 같은 희망과

싶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제가 맛보지

기회를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김현정

못한 차가 더 많으니까요! 남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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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남도에 내려온 가을

광고 문의 02-799-9175

바로 지금, 여행

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