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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 구독 안내

<서울사랑>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신청해주세요. 구독 신청 후 2년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점자 <서울사랑> 발간 안내

<서울사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사랑>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이메일 발송을 신청하시면 

매달 보내드립니다.

<서울사랑> 참여 안내

<서울사랑>을 읽으신 후 소감이나 의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로 보내주세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사랑> 편집실

홈페이지  love.seoul.go.kr

메일  magazine@seoul.go.kr

전화  다산콜센터 120

전통이 깃든 궁궐의 지붕과 어우러진 산수유나무.

<Seoul Sarang> is a monthly lifestyle magazine   

pu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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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서함

<서울사랑> 독자 후기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 → 독자마당)나 이메일(magazine@seoul.go.kr)로 독자 후기와 

이벤트 참여 글을 보내주세요.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서울을 색칠하자> 컬러링 북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며
정명진 강남구 학동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서울사랑> 덕분에 제 마음

에 살짝 봄이 왔어요. 코로나19에서 해방되면 제

일 먼저 남대문시장의 칼국수 골목을 거닐어보

고 싶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몸도 마음도 가벼

워질 것 같아요. p.22

마음의 위로,

<서울사랑>
정혜민 구로구 경인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적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했는

데 <서울사랑> 3월호 덕분에 큰 위로를 얻었습

니다. 아름다운 색색의 꽃과 푸르른 잎을 보고 있

자니 제목처럼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p.04

봄의 

비밀 정원을 찾아서
윤혜윤 마포구 만리재로

서울 골목골목의 녹색 공간을 도시의 ‘비밀 정원’

으로 새롭게 바라본 김인수 작가의 글이 인상 깊

었습니다. 새싹이 푸르게 돋아나는 봄을 맞아 저

도 서울 곳곳에 숨은 작고 재미있고 한국적인 비

밀 정원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p.26

3월호 당첨 안내 4월호 이벤트

<서울사랑> 3월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풍경 서울 퀴즈

당첨자 @thorekwon

자전거 타고 나들이 중 

탄천에서 만난 봄꽃

서울을 색칠하자 당첨자 (왼쪽부터) 김민지, 알료나 코발추크(Alena 

Kovalchuk) 그 외 당첨자 황순옥, 임수진, 

@gangnamzzangbbong, 강다령, 빅토리아 코발추크

(Victoria Kovalchuk), 이보람, 송경섭 님의 그림은 

<서울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호 ‘서울 퀴즈’ 당첨자 명단은 

<서울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1번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2번  

③ 문화공간 이육사

3번 

② 서울톡

3월호 정답

직접 찍은 서울의 다양한 지붕 모습을

#서울사랑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   

p.11 
서울 풍경

4월호 기사를 읽은 후 

3개의 퀴즈를 풀고 홈페이지나 

개인 SNS로 정답 응모!

p.56

서울 퀴즈

벚꽃 핀 여의도 한강공원의 풍경을

 나만의 색으로 채워 홈페이지, 

이메일로 응모하거나 #서울을색칠하자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

p.57

서울을 색칠하자

알료나&빅토리아  “저희는 러시아에 사는 자매입니다. 

<서울사랑>이라는 멋진 책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Seoul Culture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에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같은 봄꽃들이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

붕과 어우러진 어느 동네 골목 담장에도 봄이 사뿐히 올라앉았습니다.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만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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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경

이야기로 가득 찬 
서울의 지붕

Roofs of Seoul, filled with stories

Seoul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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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봄을 맞이한 경복궁의 경회루 지붕.

(Left) Gyeonghoeru Roof at Gyeongbok Palace 
in the Spring.

 익선동의 베이커리 카페 ‘끼룩하우스’에서는 도심 속 한옥 지붕이 한눈에 펼쳐진다.

Kkilook House, a bakery cafe in Ikseon-dong.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켜켜이 쌓아 올린 시간의 지붕들

인류는 자연에서 찾아낸 동굴의 삶에서 시작해 차츰 살기 편한 

공간에서 머물고 생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이다. 

그중에서도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의 외벽과 그 

위를 덮는 지붕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점토를 틀에 넣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가마에서 구워낸 

전통 기와는 서울 시내의 오래된 궁궐은 물론, 한옥마을 골목길

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Symbolizing the passage of time

Caves, naturally occurring in nature, were one of the 

earliest forms of human residence. Houses can be seen 

as the modern version of cave homes. Among the many 

components, walls and roofs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protection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Traditional tiled roofs, made by firing clay in a kiln, can 

be easily spotted not only in palaces but also alleys of 

the Hano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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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선

서울의 북쪽 지붕을 담당하고 있는 북악산과 인왕산을 둘러

싼 서울한양도성길을 걷다 보면 낙산공원에 도달한다. 높은 

산등성이를 따라 촘촘하게 이웃해 있는 성북동 북정마을의 

지붕들은 알록달록한 새 지붕으로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알록달록한 벽화와 예술 작품들이 발

길을 붙잡는 이화동 벽화마을은 서울의 다양한 지붕을 만

날 수 있는 곳이다.

Strolling down picturesque paths

The Seoul City Wall, which runs along Bugaksan 

and Inwangsan Mountain, leads to Naksan Park. 

Formed along the ridge of Bugaksan is Seongbuk-

dong’s Bukjeong Village, whose houses are getting 

adorned in new, colorful roofs. Ihwa Mural Village, 

another popular attraction, is known for its beautiful 

murals and installation artworks.

봄을 맞은 작은 화분이 반겨주는 성북동 북정마을 담벼락.

The walls of Bukjeong Village, Seongbuk-dong.

낮은 2층 지붕을 볼 수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

Roofs of a two-story house in Ihwa Mura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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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개량 지붕이 눈에 띄는 성북동.

Modernized roofs in Seongbu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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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의 오래된 한옥 지붕 사이로 간간이 새롭게 변형된 유리 지붕이 보인다.

Modernized glass roofs can be seen between traditional hanok roofs in Ikseon-dong. 

을지로 일대를 시원스럽게 볼 수 있는 세운옥상의 풍경.

Splendid view of Euljiro from Sewoon Roof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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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안국동의 골목길에서 만나는 기와지붕.

Tiled roofs in the alleys of Anguk-dong at dusk.

빼곡한 지붕의 또 다른 주인공, 고양이.

Another main character on a crowded roof, a cat.

일상 속에 스며드는 다양한 지붕들

세운옥상은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에서 오롯이 하늘을 만나

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발아래로 서울을 고도성

장으로 이끈 을지로 일대부터 화려한 도심과 저 멀리 남산

까지 탁 트인 서울의 다양한 지붕을 품 안에 담을 수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의 내부를 개

조한 점포가 이어진 독특한 골목길로, 색다른 지붕의 모습

을 자랑한다. 

Roofs of various styles in everyday life

The rooftop of Sewoon Arcade is where you can 

experience a sense of freedom. The panoramic 

view stretches from Euljiro, an area that fueled 

the city’s rapid growth, all the way to the symbolic 

Namsan Mountain. In the nearby Ikseon-dong, old 

hanok hous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trendy 

cafes and restaurants, adding to the unique charm 

of the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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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잊고 있던 지붕의 미학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던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 몰랐다. 서울의 지

붕들은 그 안에 차곡차곡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집집마다 지붕 위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 옥상이나 커다란 

태양광 집열판은 서울을 처음 찾은 이들이라면 놀라워할 

광경이기도 하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공장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카페의 알록달록한 슬레

이트 지붕 역시 알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풍경이다.

Revisiting the aesthetics of roofs

Roofs come in various shapes and sizes, but they 

are often overlooked in everyday life. There is a 

good story behind each roof in Seoul. First-time 

visitors to the city will be amazed by the green-

colored roofs and large solar panels. The colorful 

slate roof of Grandpa Factory, a cafe that used to 

be a factory, has plenty of interesting history to 

pick through.

‘서울 풍경’ 인증샷 이벤트 
Seoul Scenery Hashtag Event

#서울풍경 #서울의지붕 #서울의하늘

서울에서 만나는 다양한 지붕의 모습을 <서울사랑>과 공유해주세

요. #서울사랑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신 분 중 5월호에 사

진이 게재된 분께 <서울을 색칠하자> 컬러링 북을 보내드립니다.

#Seoulscenery #RoofsofSeoul #Skyinseoul

Please share the various roof features you meet in Seoul 

with <Seoul Sarang>. Lucky winners featured on the May 

issue from among readers who share photos on social 

media using the hashtag #SeoulLove will receive gifts.

한강을 가로질러 한남역 근처에서 바라보는 한남동 언덕길 전경.

View of Hannam-dong’s sloping road from a spot near Hannam Station.

송파동 빌라의 지붕마다 가정용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다. 

Solar panels roofs in Songp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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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위치한 문화 공간 ‘카페 할아버지공장’의 멋스러운 지붕.

The unique roof of Grandpa Factory, a cultural space in Seongsu-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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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walks in Seoul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동네 여행 

서울의 봄을 걷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도 봄은 찾아온다. 복잡한 도시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 속을 거닐어보자.

Spring has arrived amidst the hustle and bustle of daily life. 

Take a step back from the busy city, and indulge in the beauty of nature. 

Seoul Neighborhoo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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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자락길

독립문과 서대문구청 사이에 인왕산을 마주하고 있는 작

은 산이 하나 있다. 바로 안산이다. 넓고 완만한 산자락을 

가진 안산의 허리춤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안산자락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이다. 나무 덱으로 잘 

정돈된 무장애자락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어려움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나무 덱을 따라 걷다 보면 잣나무 

숲, 소나무 숲에서 이어지는 거대한 메타세쿼이아 숲을 

만날 수 있다. 울창한 숲길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안

식처가 되어준다. 메타세쿼이아 숲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해먹이 있는 작은 쉼터가 나온다. 해먹에 누워 하늘을 바

라보면 숲의 품에 안긴 듯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해

먹 쉼터 외에도 길 중간중간에는 숲속무대와 북카페쉼

터, 흔들바위, 너와집쉼터 등 다양한 쉴 거리가 있다. 7km

의 순환로인 안산자락길은 원하는 만큼 걷고, 충분한 휴

식을 즐길 수 있어 더욱더 매력적이다.

  서대문구 통일로 279-22

Ansan Jarak-gil

Ansan Mountain is a small mountain just across Inwangsan 

Mountain, and located between Dongnimmun Gate and 

Seodaemun-gu Office. Suitable for both young and old, 

Ansan Jarak-gil is comprised of a broad, generally level 

path. The wooden deck is designed to be accessible and 

barrier-free, catering to the needs of those on wheelchairs 

and strollers. The path takes you through a nut pine forest, 

a red pine forest, and a vast forest of metasequoia trees. 

These luscious forests offer rest and relaxation for citizens 

throughout all four seasons. A little way up from the forest 

is a small rest area equipped with hammocks. When 

you lie in a hammock and gaze up at the sky, you will be 

touched by the warm embrace of nature. Other rest areas 

include the Forest Stage, Book Cafe, Heundeulbawi, and 

Shingled House Shelter. The 7-kilometer circular walking 

trail is where you can walk to your heart’s content while 

taking plenty of rest on the way. 

  279-22, Tongil-ro, Seodaemun-gu

힐링을 위한 숲길
Healing forest trail

(위부터) 나무 덱으로 조성된 ‘무장애자락길’.

The wooden deck pathway at the wheelchair-accessible Jarak-gil. 

해먹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Children sitting in a ham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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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검정 계곡숲길

빌딩 숲이 즐비한 서울 한복판에서 울창한 숲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세검정 계곡숲길. 카페와 식당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부암동 언덕을 오르면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 

숲으로 통하는 작은 길을 만날 수 있다. 걸음을 따라 점점 

울창해지는 숲을 보고 있자면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문

을 지나온 것만 같다. 

세검정 계곡숲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백사실계곡

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도롱뇽 서식지가 자

리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백석동천과 ‘오

성과 한음’으로 익숙한 백사 이항복의 별서 터는 세검정 

계곡숲길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 사적이다. 백사

실계곡에서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세검정 터까

지 이르면 산책은 끝이 난다. 다양한 삶이 있는 주택가에

서 수려한 자연 속 역사까지. 세검정 계곡숲길은 도심 속

에 숨어 있어 더욱 아름다운 산책길이다.

  종로구 부암동 115(백사실계곡)

Segeomjeong Valley Forest Trail

As its name suggests, Segeomjeong Valley Forest Trail 

is a lush green forest and valley in the heart of the 

city. After climbing the Buam-dong slope—famous for 

its trendy cafes and restaurants—and passing a quiet 

residential area, you will find a small path leading to 

the forest. In just a few steps, you will be taken to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Baeksasil Valley, the highlight of Segeomjeong Valley 

Forest Trail, is a bastion of history and nature. It is 

home to salamanders, which are an indicator of good 

water quality. Baekseokdongcheon and the retreat of 

Baeksa Yi Hang-bok, known for the stories of Oseong 

and Haneum, add to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egeomjeong Valley Forest Trail. From Baeksasil Valley, 

you can walk along the water to Hyeontongsa Temple, 

which boasts a panoramic view of Sinyeong-dong. The 

trail continues to Hongjecheon Stream, and ends at 

Segeomjeong. Segeomjeong Valley Forest Trail is all the 

more beautiful and compelling as it is an unexpected 

hidden gem in the city.

  115, Buam-dong, Jongno-gu(Baeksasil Valley)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길
A trail of history and culture

(위부터) 백악의 아름다운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라는 뜻의 ‘백석동천’ 터. 

Baekseokdongcheon is a scenic site surrounded by the beautiful 

mountains and streams of Baegaksan.

역사를 간직한 세검정 터.

Segeomjeong is a place with a rich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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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dong Railroad

The path from Hang-dong Railroad to Pureun Arboretum 

is one filled with romance and leisure. You can enjoy 

the romance of spring along the railroad tracks, and 

appreciate the leisure of nature at Pureun Arboretum. 

Hang-dong Railroad, which sits between apartments and 

multiplex houses, is a single-line railroad stretching from 

Oryu-dong to Bucheon-si, Gyeonggi-do Province. The 

small way station and meaningful messages engraved on 

the tracks evoke a sense of nostalgia and timelessness. 

A leisurely stroll along the Hang-dong Railroad leads 

to Pureun Arboretum, the first municipal arboretum in 

Seoul. Built to preserve the ecosystem of Hang-Dong 

Reservoir, the arboretum has a vast collection of plants 

and interesting themed gardens. It also serves as an 

ecological learning center with its Small Library, Forest 

Learning Center, and various gardening programs. 

  24, Yeondong-ro, Guro-gu(Pureun Arboretum)

항동철길

항동철길에서 푸른수목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낭만과 여

유가 함께하는 산책길이다. 철길을 따라 걸으며 봄의 낭

만을 즐기고, 푸른수목원에서 자연이 주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들 사이에 있는 항동철길은 오류

동에서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까지 이어지는 단선철도다. 

선로 사이로 올라온 잡초들과 작은 간이역, 여기저기 새

겨진 좋은 글귀들이 가득한 항동철길은 언제부턴가 시민

들에게 산책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항동철길을 따라 사색의 시간을 즐기다 보면 마주하는 

푸른수목원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수목원이다. 항동저수

지 일대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이곳에서는 다

양한 식물과 테마로 조성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작은

도서관, 숲속교육센터 등의 교육 콘텐츠와 가드닝 프로

그램을 통해 생태학습장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로구 연동로 24(푸른수목원)

자연으로 들어가는 철길
A railroad steeped in nature

푸른수목원으로 이어지는 항동철길.

The Hang-dong Railroad leads to Pureun Arboretum.

(위부터) 나무 덱에서 항동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수생식물원.

The wooden deck of the arboretum offers a view of Hang-dong 

Reservoir.

봄꽃들이 안내하는 장미원으로 가는 길.

A flower-lined path leading to the Ros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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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naecheon Stream

Seongnaecheon Stream, which flows to the Hangang 

River via Macheon-dong, Geoyeo-dong, and Ogeum-

dong, is a beloved spot among many citizens. The 

stream is frequented by young and old for its waterside 

deck, Byeokcheon Fountain, jar-shaped pool, exercise 

facilities, and Rose Tunnel Galaxy Trail. Korean 

forsythias, known as the messenger of spring, create a 

picturesque scene with the lush pink of cherry blossom 

trees. Less crowded than the nearby Olympic Park 

and Seokchon Lake, it is the perfect place for citizens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delights of spring. The 

charm of Seongnaecheon Stream, the main course 

of Songpa Dulle-gil, lies in the fact that it connects 

you to all other places. How about taking a long walk 

from Seongnaecheon Stream to Mongchontoseong 

Fortress? Each step will take you closer to the heart of 

spring. 

   75-4, Ogeum-dong, Songpa-gu 

 (Seongnaecheon Mulbit Square)

성내천

성내천은 송파구 마천동과 거여동, 오금동을 거쳐 한강

으로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

는 곳이다. 수변 덱, 벽천분수대, 항아리형 풀장, 운동 시

설, 성내천 장미 터널에 조성한 ‘은하수 산책로’ 등 다양

한 볼거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

린 쉼터가 되어준다.

성내천에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개나리꽃을 비롯해 분

홍빛 꽃망울을 터트리는 벚꽃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

운 꽃길이 펼쳐진다. 근처의 벚꽃 명소인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보다 한적해 가벼운 걸음으로 산책하는 시민에

게 봄의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송파둘레길의 메인 코스인 성내천의 매력은 어디로든 통

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성내천에서 몽촌토성까지 긴 산

책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걸음이 늘어갈수록 봄도 깊

어질 것이다.

  송파구 오금동 75-4(성내천 물빛광장)

집 앞에 펼쳐지는 봄꽃의 향연
Feast of spring flowers 

in neighborhoods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성내천.

Seongnaecheon Stream provides rest f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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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이렇게 산책하세요!

바쁜 일상에 지치고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울 때 가

장 필요한 것은 ‘가벼운 산책’이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 

여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

아보자.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해낼 

수 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

생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보다는 한적한 곳을 찾아 

봄꽃을 즐기세요.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고, 2m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산책 수칙 

2m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

1

3

3

1

2

1

2

1

2

3

2

3

세검정 계곡숲길 

안산자락길

성내천

항동철길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요즘, 서울시가 따스한 봄날 시민들

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선사할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

길 160선’을 소개한다. 장소의 성격에 따라 4개 테마로 분

류해 시민들이 서울 봄 꽃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 여기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story/springflowerway

스마트서울맵    map.seoul.go.kr

드라이브에 좋은 

봄 꽃길 

종로 인왕산길

광진 워커힐길

금천 벚꽃로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 꽃길

서울창포원

청계천로

강동허브천문공원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봄 꽃길

중랑천  

불광천변

안양천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대형 공원)

서울식물원

서울로7017

석촌호수

1

2

3

1

2

3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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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트렌드

‘집콕’ 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기! 

지금 서울은 기발하고 생산적인 ‘집콕 놀이’에 푹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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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햇볕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오후. 

서율이가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젤에 캔버스, 다양한 미술 도구 때문에 거실은 이

미 아틀리에가 되었다. 예년처럼 개학을 했더라면 초등

학교 4학년 신학기를 맞았을 테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엄마 노미경 씨는 서율이가 집에서 즐길 수 있

는 활동을 고민했다. 그리고 서율이가 평소 좋아하는 미

술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전에는 주로 스케치북이나 그림 노트를 이용한 습작 

위주였어요. 그런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서율이를 위한 

캔버스와 물감을 준비했지요. 처음엔 화방에 가서 캔버

스 6개를 구입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려

서 얼마 전 온라인으로 대량 주문했어요.” 노미경 씨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관해 아이와 함께 상의한

다.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 다양한 책이나 

영상 자료를 접하게 하기도 하고, 근처에 있는 소규모 아

트 숍이나 책방을 방문하기도 한다. 가까운 외출에도 마

스크와 손 소독제는 필수다. “엄마와 그림에 관해 이야기

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직접 캔버스와 물감을 선

택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붓을 들고 해맑게 

웃는 서율이에게서는 코로나19가 드리운 그림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 아이의 캔버스에는 머지않아 친구들을 만

나면 같이 보고픈 세상이 밝은 색채로 펼쳐져 있다. 노미

경 씨도 서율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실컷 즐기고 있는 만

큼 ‘집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지만, 서율이가 잘 적응하

고 있어 안심이 돼요. 개학하면 지금껏 그린 그림을 친구

들에게 선물하거나 보여줄 거라며 작업에 정성을 들이

고 있거든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

는 놀이를 개발해 ‘집콕’ 생활을 이어가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자기 주도 학습이나 재능 계발 등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는 낮추고 의욕은 높이

겠다는 의도다.   

무엇이든 집에서, 언택트 소비생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밤낮 구분 없이 분

주하기만 했던 시민들의 생활에도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

대면·비접촉 ‘언택트(Untact)’ 소비가 늘고 있는 것. 언

택트 소비란 접촉한다는 뜻의 ‘콘택트(Contact)’와 부정

의 의미인 ‘언(Un)’의 합성어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때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통해 접촉을 줄이는 방식

을 말한다. 

집콕 생활 TYPE 1

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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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감염 우려 확산에 고객의 발길이 끊긴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몰과 이커머스는 주문 폭주에 때 아

닌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성동구에 거주 중인 직

장인 황민영 씨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모든 걸 

집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주로 소포장 상품이나 포장

을 뜯어 즉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전자레인지

에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을 배달해 먹고 있

다”고 말했다. 

언택트 소비와 더불어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시간도 크

게 늘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이나 번화가, 식당

가를 찾는 대신 집에 머물며 그동안 바빠 읽지 못한 책

이나 영화를 찾아서 보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

난 것이다. 학원의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

나 SNS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의 영어 강사 배

정아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오래전 취미를 되살려 요

즘 홈 가드닝에 다시 재미를 붙였다. “봄도 되었고, 외출

이 자유롭지 않기도 해서 거실과 베란다를 미니 정원으

로 꾸몄어요. 싱그러운 화초를 가꾸며 시간을 보내다 보

면 소일거리도 되지만, 집 안이 건강한 공기로 가득 찬 느

낌이 들거든요.” 배정아 씨와 같은 ‘집콕족’이 늘면서 실

제 인테리어용품과 집 안 정리용품, 수납용품 등의 판매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3월 한 달간 롯

데마트몰의 생활용품 매출 중 보수용품과 인테리어용품

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밝

혔다. 접착제와 방충망 등 DIY용품은 52%, 콘센트와 멀

티탭 등 전기 안전용품은 31.8%, 원예 도구는 무려 60%

가량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제일주의가 바꾼 라이프스타일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감염에 대한 경계가 건

강에 대한 대비로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포털 사이트

에 홈 트레이닝 카페를 개설하고 유튜브(삐약스핏)와 인

스타그램(@joowon.unnie)을 통해 운동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팁을 공유하고 있는, <주원홈트>의 저자이자 주

원홈트레이닝의 김주원 대표도 코로나19로 건강을 챙기

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귀띔한다. “전에는 다이어트 

집콕 생활 TYPE 2

홈 가드닝   

배정아(홈 가드닝족)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예쁜 꽃을 피우는 덕분에 

기분까지 행복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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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건강 증진, 면

역 강화를 위한 운동을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활동 제한으로 인한 우울

증을 이겨내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

침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상 제작을 고민하고 있다는 김

주원 대표는 마인드컨트롤과 더불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매일 꾸준한 운동

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으

로 이어지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위해 운동하

고 땀을 흘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제가 운영하

고 있는 유튜브 ‘삐약스핏’에는 층간 소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홈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앉아서 상

체 운동하기, 집에서 7분만 매일 하면 하체 비만 고민을 

해결하는 운동법 등 진짜 제가 직접 효과를 본 프로그램

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홈트

를 즐겨보세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즉 대인 비접촉 시간을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생산적 활동을 찾

아 즐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정신과 전문의 임두원 

박사는 제한된 행동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

처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

정은 지극히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선택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 박사

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조언을 인용해 “규칙

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 즐거운 활동을 찾

아보라”고 권한다. 

집콕이 지겨워도 버텨내야 한다. 하지만 마냥 버티기만 

하고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감

정을 일컫는 ‘코로나 블루’가 가중될 수 있다. 국가트라

우마센터의 조언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소통’이다. 요리부터 시청

각 문화까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코로나 블루를 이기기 

위한 즐거운 온라인 처방전이 가득하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서로 격려

하고 소통하는 한편,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생활을 보

다 활력 있고 다채롭게 채우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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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TIP

집에서 하는 ‘면역력 강화’,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면역력 강화 운동은 공간의 제약 때문에 활동

적으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당한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준비운동으

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 뻣뻣해진 몸을 이완시킨다. 대표

적인 면역력 강화 운동에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플

랭크 등이 있다. 근력이 약한 사람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

기, 하프 스쿼트, 하프 런지와 같이 기본동작에서 조금 쉽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콕 생활 TYPE 3

홈 트레이닝   

코브라 
푸시업

수건
크런치 

풍차 
돌리기

층간소음 걱정 없는 <주원홈트> 추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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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의 발견

‘탄·단·지’ 가득한 한 끼

스마트폰의 배달 앱을 열어 주문하고 배달받기까지 불과 

30여 분. 피자 한 판이 집 또는 사무실에 도착한다. 한 조

각을 집어 들고 치즈와 토핑으로 무너질 듯 늘어지는 피

자를 입에 재빨리 넣는 것이 기술이다. 음, 오늘은 유난

히 더 맛있군. 

피자는 사람이 좋아할 이유를 완벽하게 갖춘 음식이다. 

탄수화물이되, 오븐에 구워 바삭하고 촉촉한 두 가지 질

감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도가 아주 맛있다. 치즈는 쫄깃

하고 깊은 미각을 선사하며, 토마토는 감칠맛의 대명사

다. 여기에 상업적인 노력으로 온갖 맛있는 토핑이 올라

가고, 테두리에 치즈를 넣는 방식까지 나왔다. 양념으로 

뿌리는 치즈, 매운 소스, 마늘 소스 등 맛을 더하는 부가 

요소도 다양하다. 2000년대 들어 불황과 외식 시장의 흐

름에 따라 치킨 체인점이 대폭 늘면서 주춤한 경향이 있

지만, 피자는 그 전까지 명실상부한 외식 시장의 최강자

였다.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먹는 중고급 외식 시장의 선

두 주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피자는 배달 브

랜드의 전성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떡에서 피자 파이로

외식거리가 넘쳐나는 당대에도 여전히 피자는 선두 자리

에 있다. 옛 기사를 하나 보자.

“사토 일본 수상을 비롯해 24개국 60명의 외교사절이 묵

을 워커힐 호텔은 1일 오후 경회루에서 벌어질 리셉션까

지 맡아 캐나디안 클럽 등 30여 종의 술과 구절판 등 한식 

안주 13종, 에그롤 등 중국식 안주 18종, 피자 파이 등 동양

식 안주 30종을 마련하느라….”(동아일보 1967년 6월 30

일 자. 현대 맞춤법에 맞게 일부 수정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 축하연에 올릴 음식 목록에 

피자 파이가 있었다. 피자 파이를 ‘동양식 안주’로 분류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파이는 당연히 양식이고, 과거에

는 피자를 서양 음식의 대명사인 ‘파이’로 분류했기 때문

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피자를 이탈리아(이주민)로부

터 받아들이고 나서도 오랫동안 피자 파이라고 불렀다. 

앵글로색슨계의 일상 음식에 파이가 있는데, 피자가 이

를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빵을 ‘양떡’이라고 부르던 것

과 비슷한 이치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의 제과공들은 세계 최대 

크기의 피자(파이의 일종)를 만들었다.”(경향신문 1974년 

7월 6일 자)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피자 파이’로 부르던 시절은 1992

년까지로 보인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피자와 파이를 서

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쨌든 피자는 도입 시기

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피자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

지는 정확하지 않다. 많은 서양 음식, 이를테면 수프와 스

테이크, 샐러드, 로스트비프 등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

미 서울에 있었다. 고종 정부가 국제적 면모를 갖추고 외

교사절을 접대하는 데 충실하기 위해 서양 음식을 적극적

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피자는 보이

박찬일의 미식 이야기

피자나 한 판 먹을까?

박찬일 1966년 서울 출생.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의 책을 쓰며 

‘글 잘 쓰는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이 사랑하는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널리 알리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23 love.seoul.go.kr22April 2020

이탈리아의 피자 맛에 반한 미군이 귀국해 피자를 원하는 수요자가 되었고, 
이탈리아계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피자집을 퍼뜨리면서 

현재 피자의 명성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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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는 피자가 이탈리아 음식이라 영국과 프랑

스 음식이 대표하는 서양 음식의 표준 메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자는 1900년대 초반 이탈

리아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게를 열면서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

리아에 주둔했던 미군에 의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퍼지

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탈리아의 피자 맛에 반한 미군이 

귀국해 피자를 원하는 수요자가 되었고, 이탈리아계를 중

심으로 이민자들이 피자집을 퍼뜨리면서 현재 피자의 명

성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원래 전쟁은 문화를 

이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피자의 시작, 서울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최초로 선보이고, 크게 인

기를 얻은 도시다. 특히 피자헛 등의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 집중 공략한 도시였다. 피자는 당시 한국인에게 동경

의 대상이던 미국 음식이었으며, 동시에 이탈리아라는 유

럽의 뉘앙스를 가진 국제적 음식이되 가격은 비교적 저

렴한 음식이었다. 본격적인 양식 레스토랑에 비하면 훨

씬 싼 비용으로 국제적 음식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주

기에 충분했다. 

서울의 경우 피자 전문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1960~1970

년대 호텔에 피자 메뉴가 간혹 등장했다고 한다. 워커힐·

반도·조선 호텔 등 당시 최고급 호텔은 외국인, 특히 미국

인(주한 미군)이 주로 묵는 호텔이었기에 이들의 기호에 

맞는 피자 메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이 피자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

요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1985년 국내 대형 피자 브랜드

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피자헛이 서울에 처음 생겼다. 소득

이 증가하고, 외국 문화에 갈증이 심했던 당시 시민들에

게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후 1988년에 워커힐 호텔이 

피자힐이라는 브랜드로 본격 피자 전문 레스토랑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의 트렌드세터 사회에서는 이곳에서 피자

를 먹어봤느냐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피자는 그 시절만 

해도 이처럼 멋진 건축물과 인테리어에서 우아하게 먹는 

외식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편의성이 

있었다. 즉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먹으러 가도 괜찮으며, 복잡한 양식 에티켓에 대한 부담

이 없는 음식이었다. 심지어 손으로 들고 먹어도 뭐라 하

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피자를 두고 캐주얼 

레스토랑 메뉴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에 쏟아진 외국 패

밀리 레스토랑들은 이 원칙에 충실한 마케팅으로 서울의 

외식 시장에 참여했다. 

서울의 피자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

로 63빌딩이다. 1985년에 완공되어 당시 전 국민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이 빌딩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버스

가 쇄도할 정도였다. 1990년대에는 이 빌딩의 최고층에 

자리했던 레스토랑의 예약이 밀려 몇 달을 기다려야 한

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듯 피자는 서울의 중요한 성장

기를 함께했다. 

서울의 피자는 이제 보통의 국제도시가 지니고 있는 음식 

문화에 어울리게끔 이탈리아적 전통을 지키는 새로운 피

자로 변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본고장의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 이끈다. 알다시피 나폴리

는 현대적 피자 문화가 생겨난 성지로 불리는 도시이며, 

맨손으로 재빨리 반죽을 펴는 등 매우 까다롭고 독특한 

제법의 피자를 만든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를 ‘핏짜’에 

가깝게 발음한다. 어쩌면 서울의 피자는 피자 파이에서 

피자를 거쳐 핏짜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선한 토마토로 직접 만든 소스를 바르는 스파카나폴리의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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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취향이 어우러진 
한 판의 미학 #TMI

서울에서 즐기는 나라별 피자 

글
 박

찬
일

 취
재

 김
시

웅
 사

진
 한

상
무

 

#골라 먹는 즐거움, 뉴욕st. 

철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 문을 여는 

순간, 뉴욕의 어디쯤으로 공간 이동한 듯한 

착각이 드는 곳이다. 쇼케이스 가득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조각 피자 중

에서도 치즈와 마카로니가 듬뿍 올라간 피

자가 대표 메뉴다. 얇고 바삭한 뉴욕식 피자

를 손으로 착착 접어 먹어보자.

  맥앤치즈베이컨 조각 피자 6900원

  용산구 이태원로26길 26

   낮 12시~오후 10시 

  02-792-2420

#폭신한 빵 도, 밀라노st. 

슬라이스 피자(조각 피자)의 대명사로 불리

며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 시 꼭 방문해야 하

는 피자 맛집으로 유명한 스폰티니가 4월 8

일 서울에 문을 연다. 푹신한 빵 도 위에 치즈

를 듬뿍 올리고 취향에 따라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밀가루와 토마

토, 치즈 같은 재료를 대부분 이탈리아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마르게리타 조각 피자 6900원

  강남구 강남대로 442 2층

  오전 11시~오후 10시

  1688-5501

#피맥을 부른다, 디트로이트st. 

사각형 피자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스타일의 

딥 디시 피자로, 바삭하면서도 두께감 있는 

도에 토핑을 얹고 오븐에 구워낸 뒤 마지막

에 수제 소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모양과 형

태, 맛이 차별화된다.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잭슨파이브피자 2만3900원

  용산구 이태원로 140-1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30분  

(일요일 마지막 주문은 오후 9시까지)

  02-794-8877

#피자계의 집밥, 코리아타운st. 

미국에서 피자는 샌드위치처럼 든든하게 한 

끼를 채워주는 주식이다. 그렇기에 언제 먹

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맛이 중요한데, 더

피자필은 자극적이지 않아 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을 표현한다. 만두 모양의 피자인 칼

초네도 놓치지 말 것.

  뉴욕 깔조네피자 1만7000원

  종로구 청계천로 59

   오전 11시 ~오후 10시   

(일요일 휴무, 휴식 시간 오후 2~5시)

  02-795-3283

#1963년부터 시작한 서울st.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로도 유명한 피

자 전문 레스토랑으로, 전망대 겸 바도 갖추

었다. 1960년대부터 피자를 선보인 곳으로, 

시금치를 갈아 넣은 반죽으로 만든 도가 이

곳 피자의 특징이다. 베스트 피자 메뉴 여섯 

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SEIS 피자가 인

기 메뉴다.

  SEIS 피자 11만1000원

  광진구 워커힐로 177

   오전 11시~오후 10시

  02-450-4699

#재료 본연의 맛, 나폴리st.

참나무 장작 화덕에서 바로 구워내는 나폴

리 피자를 선보이는 곳. 최상급의 신선한 재

료가 어우러진 이곳의 피자는 재료 각각의 

섬세한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2015년 세계 

나폴리 피자 대회 클라시코 부문에서 만점

을 받고 우승한 이영우 셰프의 전통 피자를 

만날 수 있다.

  루콜라피자 2만3000원

  마포구 양화로6길 28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휴식 시간 오후 3~5시)

  02-326-2323

피자힐

스폰티니

매덕스피
자

스
파
카

나폴
리

모터시티

더피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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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서울

두려움 없는 사랑, 토포필리아

사랑의 대상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은 ‘장소에 대한 사랑’

이다. 토포필리아, 장소에 대한 사랑. 그것은 장소(Topos)와 사랑(Philia)이라는, 내가 너무도 아

끼는 두 단어의 조합이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

을 수 없다. 하지만 장소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장소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단

지 그 사실만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제발 나를 사랑했으

면 좋겠다며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장소에 대한 사랑은 늘 이긴다. 권태를 이기고, 피로를 이

기고, 삶에 대한 무기력증을 이겨낸다.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두뇌에서

는 스트레스를 떨쳐내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만 같다. 내가 사랑했던 장소들, 뮌헨·피렌체·베

를린·런던·부다페스트 같은 곳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운이 샘솟는 느낌,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든다.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거의 모든 일을 겪어낸 내 서

울 사랑은 너무도 복잡한 애증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사랑은 피렌체나 베를린에 대한 내 ‘거리

를 둔 사랑’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여행지로서 만난 머나먼 장소들을 바라보는 내 눈

은 이방인의 시선이었지만, 삶의 터전으로서의 서울을 바라보는 내 눈은 거주민의 시선, 내부자

의 시선이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 다른 지방의 도시들에서 오래오래 헤매다 보니 비

로소 ‘내가 살던 서울, 나의 살던 고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지 사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좋아

‘우리 마음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정여울 작가의 인스타그램(@jungyeoul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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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사랑은 깊은 애정을 숨기고

이제는 장소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더 깊은 애증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서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울의 일부였기에 서울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

다. 내 이마에는 서울의 햇살이 5000만 리터쯤 깃들어 있고, 내 정수리에는 서울의 빗물이 100

만 리터쯤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나는 서울의 햇살을 머금고 자라났고, 한강수를 먹고 무럭무

럭 자라났고, 서울의 후미진 골목길들을 걸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첫사랑과 함께 서울의 어

느 골목길들을 걸었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화 뒤축이 다 닳도록 홍대거리를, 녹두거리를, 아현

역에서 아현시장을 거쳐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깊

이 걸어 서울을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서울의 일부였고, 서울의 햇살

이 내 세포와 적혈구 속에 깃들어 있었고, 서울과 나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미 

오랫동안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울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리

가 생길 때, 비로소 사랑 또한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 삶에 대한 사랑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내가 걸었던 길, 

내가 사는 동네, 나와 내 친구들이 뛰놀던 골목길에 대한 사랑. 그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사랑이

고,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에 대한 사랑이었다. 힘들게 서울에 입성한 우리 부모 세대의 기록과 

기억을 살펴보면 서울에 대한 사랑은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너무

도 어렵게 쟁취해낸 삶의 조건’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신혼  

시절 상경하셨는데, 그때 아직 나를 낳으시기 전 ‘새댁’이었던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 ‘서

울로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내의 유일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1975년 단돈 5000

원을 들고 서울로 와서 가난한 신혼살림을 차리셨다고 한다. 그런 타지에서 온 젊은이들로 가득

한 곳이 당시 서울이기도 했다. 

서울이 주는 위로의 힘

나에게는 서울이 동경의 대상을 넘어, 고향을 넘어 이제 ‘장소에 대한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태

어나고 있다. 서울의 온갖 길을 더 오래, 더 천천히 걷고 싶다. 심리치료 기법 가운데 ‘장소를 통

한 치유(Geographic Cure)’라는 개념이 있다. 나는 서울의 구석구석 골목길을 걷는 것만으로

도 아픈 마음을 위로받곤 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모여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건강함과 강

인함이 싹튼 것 같다. 장소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들은 심리적 면역력이 되어 우리의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다스려준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요즘, 서울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가 많다. 우리들의 서울은 꼭 돌아올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바라보면 바라

볼수록 더욱 아름다운 서울은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은 더욱 향기롭고 풍요로

운 도시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글·사진 정여울

정여울은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드러내며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다. 문학과 여

행과 심리학을 통해 치유의 글을 쓰고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월간 정여울>을 진행한다. 

심리 테라피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산문집 <마음의 서재>, 청춘에게 건네는 다정한 편지 <그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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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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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북돋아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이웃을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을 독서와 싱그러운 초록의 힘으로 이겨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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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코로나19

코로나19의 백신은
서울시민입니다

지난 1월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가동한 서울시는 이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매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보고하고, 1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침착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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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코로나19 이슈 체크

‘잠시 멈춤’ 캠페인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

기’를 제안한 데 이어 3월 2일에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잠

시 멈춤’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이후 반복되는 개학 연

기와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4월 5일까지 강력한 ‘잠시 

멈춤’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시민 행동 지침은 모임 연기 및 취소, 

유증상 시 출근 금지, 불필요한 외출 자제, 2m 건강 거리 유지, 개

인위생 수칙 준수, 매일 소독·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나와 가족,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캠페인이다.

‘착한 마스크’ 캠페인

보건용 마스크(KF80/94)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

층, 택배 기사, 다중 고객 응대 종사자 등 감염 취약 직업군에 우

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벌인다. 나보

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를 양보하고, 나

아가 마스크를 기부하는 ‘마스크 양보하기’ 캠페인이다. 서울시

는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착한 마스크 세트(면 마

스크+휴대용 손 소독제)’를 지원한다. 

클린존 지정과 운영

서울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역학조사해 코로나19 상황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방

문 시설로 확인되면 철저한 방역소독과 환경 검사를 실시해 안

전성을 체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역 안심 

시설 ‘클린존’을 지정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을 통해 내 주변의 클린존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심리지원단’과 ‘마음건강 프로젝트’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

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COVID19 

심리지원단(covid19seoulmind.org)’을 구성·운영한다.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마음 백신 일곱 가지(격려, 긍정, 실천, 지식, 

희망, 정보, 균형)를 비롯해 심리 안정 콘텐츠인 ‘마음처방전’과 

‘치유레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달라진 일상생활을 슬

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보자. 또한 코로나19 전

담 감염병관리기관인 서울시 서남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의료진의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운영

하고 있다. 확진 환자를 위한 ‘건강충전체조’ 영상과 

‘마음돌봄’ 영상을 제작해 TV로 송출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감염증을 극복하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이나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에 바이러스가 섞여 호흡기나 

손을 통해 점막으로 침투됨으로써 쉽게 감염된다.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증세가 없는 잠복기에도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가 동참해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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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이용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

는 방식으로, 대기 시간 단축과 타인 접촉 방지에 효과적이다. 서

울시립은평병원(은평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강서구), 119

소방학교(서초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구)에서 매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강서 지역은 평일 오전 8

시 30분~오후 5시, 주말은 미운영). 검사 방법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문진표 배부 및 작성, 문진 및 체온 측정, 의사 진료를 통한 

검체 채취 및 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완료 후 귀가할 수 있다. 폐 

엑스레이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인근 시립병원이나 보

건소로 안내된다. 유의 사항은 차내 동승자가 있는 경우 입장 불

가하며(1인 운전자만 진료 대상), 이 경우 주변 보건소 선별진료

소로 방문해야 한다. 

진일보한 서울시 선별진료소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글러브-월 스루형 선별진료소는 글러브가 

설치된 유리벽(글러브-월)을 통해 검사자와 의료진의 공간이 분

리되어 검사자와 직접 접촉 없이도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서울시 동부병원 역시 기존의 선별진료소를 보완한 새로

운 형태로, 의료진과 검사자의 공간과 동선이 분리된다. 의료진

이 있는 양압 진료실과 검사자가 있는 음압 검사실을 구축해 감

염 우려가 낮다.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

하지 않고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

와 검체 채취가 가능하며, 바이러스 유

출도 막을 수 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다

코로나19는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11일(스위스 현지 시간)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세계적 대유행) 이후 

대한민국의 감염증 예방과 진단 그리고 처치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확진자와 퇴원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감염 확산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무증상 확진자, 기존 음압 병상 환자 중 퇴원 조치 후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했다. 1차로 운

영하는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는 최대 210실을 갖추고 있으

며,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입소할 수 

없다. 센터에는 의료진과 서울시 직원 등 53명을 배치해 입소자

들에게 지속적·주기적 증상 관리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자 중 시

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가 격리 시설을 인재개

발원에 운영 중이며,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도 격리 시설로 추

가 지정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서울시는 지난 1월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

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 비상 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25개 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즉각 설치해 의심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는 3월 25일 현

재 총 95개소(보건소 49개소, 병원 42개소, 차량 이용 4개소)

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

정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한양

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

원,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했

다. 내원 환자는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며, 의심 증상을 동반한 중증 응급환자는 별도의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경증 환자는 1339 

또는 지역 보건소와 상담한 후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응

급의료기관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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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

만0577원, 4인 474만9174원, 5인 562만7771원 등) 중 정부 지

원 등을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며,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

는 선불카드로 1회 지원한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절

차 또한 최소화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서울복지포털(wiss.

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각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융 지원 확대와 절차 혁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

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폭 확대, 보증 처리 절

차 혁신, 지원 다각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자금 활로를 

넓히고자 자금과 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총 5조900억원을 운

용한다. 보증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보증 상담은 시금고

(신한·우리은행)에서 진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

를 집중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

당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

분)을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매출 2억원 이

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

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업체당 3000

만원 한도, 대출금리를 15% 이상에서 2.3% 수준

으로 절감해주는 상품을 운용한다.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소상공인과 기술 창업 기업

의 노동자(2만여 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

해 노동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확진자 동선 공개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

(500개소)에 휴업 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1일 최대 39만원)를 지원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연 취소 또

는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

로,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여행업체의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상품 기획·개발 비용 등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및 격리자에게 격리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45만~145만원) 지원.

방역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1300

만 장을 추가 확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민, 

서울이 문제 해결에 나서다

서울시는 현재 상황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촘촘하게 챙기는 등 

적극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주기 위한 

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예술·관광업계 안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맞춤형 경제 지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아동수당 

대상자

공연 예술가와 

스태프 

소규모 

여행업체

공공 응급의료

체계

방역 물품 및 

방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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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위하여!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일지

‘잠시 멈춤’ 캠페인 진행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제안하고, 실천 수칙

을 발표했다.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

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을 제안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

려하고 있다.

버스 정류소 승차대 주 1회  

집중 방역소독 시행

서울 시내 총 4081개소의 버스 정류소 승차

대는 서울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주 1회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버스 실내

는 1일 4~6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 방역물품대책본부 가동

현장 돌봄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

설, 푸드뱅크, 요양시설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가 마스

크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

코로나19에 따른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

해 정신과 전문의, 응급학과·내과 교수, 예술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시민의 심리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백신’ 일곱 가지

를 배포하고, 마음처방전·팩트 체크·치유레터 

등 온라인 중심(covid19seoulmind.org)의 심

리적 방역 활동을 한다. 

차량 이용 선별진료소 4개소 운영

서울 4개 구(은평·서초·송파·강서구)

에서 평일·주말 차량 이용 선별진료

소(드라이브스루)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

해 선별진료소는 3월 25일 현재 총 

95개소(보건소 49개소, 병원 42개

소, 차량 이용 4개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2차 격리 시설 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자 중 독

립된 생활공간이 없고,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이들을 위한 격리 시설을 2월 8일 인재개발원 생

활관에 마련한 데 이어 3월 4일 서울 영어마을 수

유캠프를 추가 지정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와 퇴

원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태릉선수촌 올림

픽의 집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이다.

 

3. 2 3. 4 3 8 

PART  2 코로나19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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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즉각대응반 구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안

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역학조사 

활동을 확대하고 보건소의 기초 역

학조사를 강화했다.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집단 발생 즉시 4개 반으로 

구성된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가동했

다. 직원에 대한 전원 자가 격리, 건

물 전면 폐쇄, PCR 검사 및 방역소독

을 실시했다.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 도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염병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환자 이송 장

비를 도입하고, 서울시 전역에 감염

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 전담 지원,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일방적인 계약 해지, 무급휴직 강요, 임금 체불, 휴업

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무사와 변호사를 투입해 노동자를 밀착 

구제한다. 피해 노동자 상담부터 구제 절차 안내, 행

정 소송 대행까지 지원하며,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

의하면 된다.

서울시 임신부 마스크 지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약 4만 명의 

임신부에게 1인당 5장씩 20만 장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한 공적 마스

크를 양보하자는 캠페인을 위한 ‘착

한 마스크 세트’를 지원하고, 쪽방촌·

이동 노동자·요양보호사 등 감염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청년 긴급 지원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거

리가 중단된 청년들을 위한 긴급 처

방 시리즈.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청년 크리에이터의 유치

원·초등학생 체험 수업 콘텐츠 제작 

및 방송을 지원한다.

3. 9 3.12 3.18 10 13 16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발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생

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 신속하

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중

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

원 가구 등을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30만~50만원 상당의 지원금

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

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를 운영하며 

발생 동향과 확진자 이동 경로, 일일 브리핑과 코로나19 생활 정보 등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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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코로나19 전문가 칼럼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위로 그리고 

감염증 유행의 빠른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참여다. 시민의 마음 백신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소속 전문의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시선을 담았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힘, 균형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참아내고 있지만, 점차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

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횟수가 주변에서 늘고 있

습니다. 어찌 보면 힘든 것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초기의 심리 반응은 주로 ‘상상 코로나’라고 

명명된 감염 공포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염 공포, 불

안, 불면 등이 초기의 주요 호소였습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자 시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걱정, 피로감 그리고 우울, 무기

력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감염증 자체보다 현실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전합니다. 이런 반응은 모두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반응이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는 모두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깊게 우울해지고, 생활 리듬이 파괴되면

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도움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

게 되면 우리는 평상시 잘 견디던 모습을 잃을 수도 있습니

다. 특히 이 우울한 기분을 술로 달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부르는 일입니다. 너무 과하게 공포나 우울을 느끼지 않을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균형 있게 지키기 위

해 필요한 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뉴

스를 끄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 대화가 우리를 우울

에서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단장

지금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그로 인

한 빈곤·질병·박탈 등의 경험이 한 개인을 넘어 한 사회나 

집단에 영향을 미쳐 함께 두려워하는 경험을 ‘집단적 트라

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크고 작은 사건

과 사고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를 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이

를 우리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

복탄력성이 발동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된다

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져 보다 수월하게 일상으로 돌아갑

니다. 더불어 트라우마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코로나19에 노출된 확진자 혹은 그들의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에 대한 사

회적 공감 수준에 따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 모두가 집단적 트

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는 시민들이 함께 서로의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

여 있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누

군가를 탓하고 차별하며 혐오하는 행동보다는 서로의 아픔

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송영매

사회복지학 박사,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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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코로나19, 마음 방역으로 극복하자

감염성 질환의 2단계는 공포와 분노의 심리 전염이다.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감염 공포가 커지고, 불안지수가 한꺼번에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감염자, 접촉자, 격리자의 경우 신체적 불편과 함께 

공포, 불안감, 죄책감, 분리불안이 생기기 쉽다.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의 마음처방전에서 나에게 꼭 맞는 처방전을 찾아보자.

“부모님,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무리한 경조사 외출이나 

종교 활동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만성질환 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감염에 대한 노출을 줄이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2    외출 시 아픈 사람 근처에 가지 않고, 손을 자주 씻어주

세요.

3    사람이 많거나 많이 다녀간 곳은 피해주세요.

4    집안 식구들과 지낼 때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잘 지켜주세요.

5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갖다달라고 하고, 집에 좋아

하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있도록 해주세요.

6    정보는 나누되, 공포는 나누지 마세요.

7    예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결국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지내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개학이 한 달여간 연기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가족 혹

은 친지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시점에 아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양육자의 말 백신 다섯 가지를 

공유한다.

1   �마음 안아주기 백신  무엇을 걱정하니? 어떻게 알고 있

니? 어떤 생각이 드니?

2    안심 주기 백신  그렇구나, 괜찮다,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단다.

3    위생 수칙 백신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해, 기침 예절도 함

께 연습해보자.

4    정보 다루기 백신  나쁜 뉴스나 지나친 뉴스 시청은 좋

지 않단다, 뉴스는 함께 보자.

5    긍정 관점 백신  학교가 쉬는 것도, 친구를 잠시 만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서란다.

“격리 후 일상 복귀를 응원합니다. 격리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낙인의 두려움, 생활 리듬 복구 문제 같은 마음의 스트레스는 최소화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의심 증상 및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이거나 격

리가 해제된 시민을 위한 마음처방전.

1    정해진 격리 기간 14일을 꼭 지켜주시고, 몸 상태에 따라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2    격리 기간 동안 정확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놓으세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는 멀리하세요.

3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친구, 동료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면 스트레스가 줄

어들어요.

5    과거 극심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냈던 경험을 생각해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6    의무라기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격리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홈페이지(covid19seoulmind.org)에서는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처방전과 다양한 맞춤 정보가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극복 방법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가 격리 중이거나 
격리에서 해제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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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착한 소비

희망을 나누는 착한 소비
모두가 어려운 시기, 희망을 나누는 착한 소비가 필요한 때다. 

소상공인이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하는 서울을 기대해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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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착한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이웃, 사회, 나아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소

비는 윤리적 가치 판단에서 비롯한다는 의미로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라고도 불린다.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

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소비 형태로 나뉜다.

서울사랑상품권, 20% 할인 혜택까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서

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도 착한 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 마포구를 시작

으로 4월 27일까지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에서 구매

와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0%대와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화폐 제도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지역 경제로 인해 소상공인의 마음

이 무겁기만 한 요즘,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

자 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

장선다. 3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용 금액의 5%를 캐시백

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렸다. 단, 이번 할인 및 

캐시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

권을 1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

는 것은 물론, 3월에서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6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월별 할인 구매 

한도가 자치구별로 100만원까지 늘어 할인 혜택도 매월 

2배로 오르는 셈이다. 이로써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비대면 서비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착한 소비의 기준을 ‘상생’에 둔다면 전통시장 이용을 빼

놓을 수 없다. 전통시장은 각 지역의 개성을 담은 장소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구입한 물

건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배송 서비스’는 현재 26개 전통

시장에서 운영 중이며, 전화로 주문하면 좋은 물건을 대

신 골라 장을 봐주는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는 은평구 대

조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양천구 목사랑시장·목동깨비

시장, 관악구 신사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 

시장’으로 운영됨에도 방문을 꺼리는 시민을 위해 시장

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전통시장 

배송·장보기 도우미 서비스’ 참여 시장을 50개소로 확대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도 살릴 수 있다.

서울시의 착한 소비, 더 알아보세요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상회’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상생상회는 입점 상품의 자생력

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상회 매장 외에 전문 유통 기업과 협업을 통

한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G마켓 등의 온라

인 몰 기획·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숍인숍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과잉 공급 및 피해 농산물의 상생 판로 공간으로서 

상생상회 기획 판매전을 확대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특판

전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화에 힘쓰고 있다.

상생플랫폼(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sangsaeng.seoul.go.kr

상생상회   종로구 율곡로 39(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서울시 사회적 경제 쇼핑몰 ‘함께누리’

‘함께누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

로 개척과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사회

적 경제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함께누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쇼핑몰 함께누리   hknuri.co.kr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채소와 한라봉, 천혜향 등의 과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목표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

하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이 캠페인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돕기에 참여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korganicboa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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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서울사랑상품권 사용하기

앱 설치하기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다. 비플제로페이, 체

크페이, 머니트리,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썸뱅

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개인

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등에

서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하기

모바일 전용 화폐로 1만원권·5만

원권·10만원권 3종을 판매하며, 각 

자치구가 발행한 지역 화폐를 1인

당 매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

다(월별 할인 구매 한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치구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사용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앱을 열고 결제

하는 곳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금액을 입력하거나 개인 QR코드

를 제로페이 가맹점의 판매자에

게 제시하면 스캔 후 결제가 완료

된다. 단, 상품권은 발행한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혜택 누리기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사

용 앱인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서 결제할 때마다 사

용 금액의 5%를 적립해주며, 이벤

트 종료 후에는 결제 앱당 최대 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1 2 3 4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도 많이 줄고,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동작사랑상품권을 이용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매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서울사랑상품권을 열심히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준형 동작구 ‘커피팩토리 쏘’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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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배송·장보기 도우미 서비스 이용하기

전화로 주문하기

지역 시장 콜센터로 전화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원하는 배송 시

간을 정한다. 단, 시장마다 배달해

주는 최소 금액이나 배송 시간대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알아보

는 것이 좋다.

서울시 전통시장 연락처 안내 

news.seoul.go.kr/economy/

archives/86912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로 

상품 구매하기

장보기 도우미는 고객의 주문 목록

을 확인하고 좋은 물건을 대신 골

라 장을 봐준다. 시장에 따라 원하

는 가게의 제품을 요청할 수도 있

고, 상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제

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도 결

제가 가능하다.

배송 센터 통한 배송

장보기 도우미가 구입한 물품을 배

송 센터나 배송 가능한 가게에 맡

겨두면 배송 기사가 영수증과 소비

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배송을 시

작한다. 대부분의 시장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혜택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내 

물품 보관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

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무거

운 장바구니를 계속 들고 다닐 필

요가 없도록 양손이 가벼운 편안

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뿐 아니

라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 보

관함도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관악신사시장에서 장을 자주 봅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많이 걱정됐는데, 

원하는 물건을 전화로 주문하면 

대신 장을 봐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선옥희 관악신사시장 이용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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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유산

서울은 이야기가 넘치는 도시다. 오랫동안 나라의 수도

였고, 그만큼 거대해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다양한 모습

이 공존한다. 특히 지난 100여 년 동안 서울은 일제강점

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의 경계는 확장되고, 여러 건물이 허

물어지고 새로 들어섰으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

졌다. 그렇다고 어제의 서울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다행

히 서울에 쌓인 기억을 간직한 장소들이 남았다. 무엇보

다 서울을 기록한 문학작품이 있다. 작가가 재구성한 소

설 속 한 장면 한 장면은 서울의 한 시절을 보여주는 현미

경과도 같다. 역사책 아닌 역사책이다.

서울시는 근현대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의 삶을 담은 

문학작품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해 기념하고 있다. 소

설·시·희곡을 아우르는데, 최근 나도향의 <어머니>, 최

서해의 <전아사>, 하근찬의 <전차 구경> 등 소설 3편이 

더해져 총 26편의 작품이 서울미래유산 목록에 올랐다. 

그중 세 작품을 골라 소개한다. 각 시대 속 서울을 잘 드

러낼 뿐 아니라 영원한 고전이라 부를 만한 작품들이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도시, 서울.

다양한 문학작품 속에는 어제의 서울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역사책 그 이상, 소설 속 서울

서울미래유산

서울시는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 서울의 근현대 문화

유산을 발굴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보전을 지원해오

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

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구보 씨가 사람을 관찰하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방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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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사상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변주되었을 주인

공 구보 씨. 스물여섯 살이던 1934년에 <소설가 구보 씨

의 일일>을 발표한 박태원은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감독 봉준호의 어머니 본가 쪽 할아버지이

기도 하다. 20세기 초·중반의 박태원과 21세기 초반의 

봉준호. 그들의 작품은 일상을 치밀하게 관찰해 찾아낸 

소재로 시대를 꿰뚫는, 즉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공통

점을 지닌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지식인 ‘룸펜’ 구보가 정오 

무렵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거리를 걷고 전차를 타고 어

딘가에 앉아서 생각하고 타인을 관찰한 14시간을 다룬 

소설이다. 겨우 그 14시간이 나라를 잃은 1930년대 지식

인 계층의 일상, 생각, 고뇌, 관심사를 보여준다. 도입부에

서 그는 집을 나와 청계천 광교로 걸어간다. 일찍 들어오

라 이르던 어머니에게 “네” 하고 대답 한 번을 못한 자신

을 후회하는 동안 걸음은 광교에 다다른다. 어머니의 걱

정을 알면서도 대답을 주저하는 청년의 모습이란 21세기 

우리에게도 얼마나 익숙한가.

하릴없는 걸음은 이어진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

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

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

지 않는다.” 그가 향하는 광교, 종로 네거리, 경성역, 화신

상회가 손에 잡힐 듯하다. 2020년의 서울에서 그의 걸음

을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걷기란 빽빽한 일상에 

여백과 성찰을 선사하는 법. 구보가 고독하게, 결국은 희

망을 다짐하며 바라본 곳곳이 건재하다. 문화역서울284

가 된 경성역, 서울도서관이 된 경성부청, 한국은행화폐

박물관이 된 조선은행 등이다. 그때처럼 지금도 서울은 

산책자의 도시, 걸을 때 이야기가 들려오는 도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상, 서울미래유산 소설 <날개>

박태원과 이상은 ‘짝패’라 불릴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벗으로 등장한 이가 바

로 이상이고,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될 당시 이상이 삽

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상이 1936년에 발표한 <날개>

는 일제강점기의 경성과 사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소설

이다. 여기서도 경성역, 미쓰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 등이 주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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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가 다니던 번화가, 종로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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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서, <나목>

전쟁은 도시와 사람을 할퀸다. 오늘날의 말끔한 서울에

서는 70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의 기미가 읽히지 않지만, 

문학은 수도로서 아프게 전쟁을 치러낸 서울을 기억한

다. “번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

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중략) 중앙우

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뻥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섬을 탔

다.” 1931년 태어난 박완서는 만 스물에 대학에 입학하자

마자 전쟁을 맞았다. 피란을 가지 못한 채 서울에서 생계

를 위해 미군 PX 매장에 취직했다. 미군에게 애인의 초상

화를 그려서 선물하라고 ‘영업’하는 게 업무였다. 실제로 

스무 살의 박완서는 이 일을 했다.

주인공 이경은 전쟁 중에 두 오빠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

이 계동의 한옥에서 거주한다. 이경은 자식 둘을 잃은 상

실감에 허깨비처럼 살아가는 어머니의 텅 빈 회색 같은 

모습이 안쓰럽고도 싫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

다. 무지개처럼 색색이 피어날 인생의 가능성을 앗아간 

전쟁 속 일상에 작은 떨림이 찾아온다. 매장의 초상화가 

옥희도 때문이다. 국전에서 수상한 ‘진짜 화가’인 그도 전

쟁 통에 여기까지 떠밀려왔다. 통통 튀는 청춘은 옥희도

에게 슬며시 기대려 하고, 그들은 PX, 곧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가까운 명동 거리를 함께 거닌다. 좌절이 

살아 있는 존재의 숙명이라면, 사랑하는 것 역시 존재의 

본능. 전쟁도 청춘의 설렘을 막지 못한다. 21세기의 명동

은 여전히 구경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동네로 사람을 

모은다. 옥희도의 모델이 된 박수근 화백이 붓을 잡았을 

신세계백화점도 꼭 짚어야 한다. 위대한 화가가 저 한편

에서 쪼그려 앉아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가슴 찡하다.

이범석, <오발탄>

박완서의 <나목>이 전쟁 중 서울시민의 모습을 담았다

면, 이범석의 1959년 소설 <오발탄>은 서울에 이주해

온 피란민 가족의 비극을 보여준다. 주인공 철호가 사

는 해방촌은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

인” 판잣집이 빼곡한 피란민 동네였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이 감성을 깨우는 여행지로 유명해진 이 동네의 과

거를 책과 함께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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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춘이 전쟁 중에도 

사랑을 꿈꾸던 명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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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근찬, <전차 구경>

기술은 앞으로 나아간다. 때로는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

라 사람을 서럽게 하기도 한다. 편리하다는 건 안다만, 편

리함이 사람이 바라는 전부는 아니므로. 하근찬이 1976

년 내놓은 소설 <전차 구경>은 지하철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한 직후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들이 이야기다. 1974

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이튿날 아침, 조 주사

는 손주 기윤이와 지하철을 타러 나선다. 처음 생긴 지하

철은 서울시민에게 이토록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청량리

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에 기찻길을 팠다니. 넓고 깨끗한 

정거장, 지하철 천장에 즐비하게 매달린 선풍기, 폭신한 

의자, 무엇보다 저 자동문!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문은 세

상 신기한 구경거리다.

신나서 들뜬 손주와 달리 조 주사는 적잖이 씁쓸하다. 사

실 그는 전차 운전수였다. 지하철보다는 느렸으나 전차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땡땡땡 하고 신호를 울

리며 달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전차가 지

나가는구나 하고 웃었다.” 서울역에 내려 손주에게 남대

문이 멋있지 묻자 곰팡내가 난다는 발칙한 대답이 돌아

온다. 당시엔 1968년 운행을 종료한 전차 중 한 대를 남산 

어린이 놀이터에 전시해두었다. 이를 보고도 손주는 큰 

관심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이 낡아간다. 소설 속 

아홉 살 손주가 쉰다섯 중년이 되었을 지금, 서울은 어제

를 기념하는 일의 소중함을 아는 어엿한 도시로 변모했

다. 전차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깨끗이 단장하

고 관람객을 맞는다. 46년 사이에 서울 시내 전철 구간도 

7.8km에서 300km 이상으로 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 전철은 도심과 교외 구석구석을 이어 전

철을 이용해 여행하기도 편리하다. 시대는 바뀌어도 전

철은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친근한 발이다.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이 1966년 신문에 연재한 <서울은 만원이다>는 

급변하는 서울이 배경이다. 하근찬의 <전차 구경>은 전

차가 철거된 뒤의 이야기지만, 1960년대가 배경인 이 

소설에서는 전차가 구시대의 막차처럼 등장한다. 서울 

전체가 공사장이었던 1960년대엔 꿈을 좇아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상경한 이가 허다했다. 주 무대인 세운상가

와 종로3가 일대를 현재와 비교하니 실로 상전벽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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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멈춘 전차를 전시해놓았던 

남산 어린이 놀이터.



공공자전거

사계절 내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포근한 봄을 맞아 한층 더 새롭고 편리해졌다. 

QR코드를 한 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와 반납이 가

능한 ‘QR형 뉴따릉이’로 진화한 것.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록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된 자전거다. 이용 과정이 복잡하고 분실 

관리가 쉽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앞

으로 더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기존의 따릉이는 대여하려면 홈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

를 입력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

을 거쳐야 했다. 반면 뉴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

전거 뒷바퀴 쪽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

로 잠금장치가 열린다. 반납 또한 번거로운 과정 없이 

단말기의 잠금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 기존 LCD

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 비용과 고장이 적은 것도 장

점. 와이파이 통신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따릉이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 기록을 알기 어려웠다. 

반면 뉴따릉이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 추

적 기능을 탑재해 따릉이의 무단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

단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500대의 뉴따

릉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올 상반기까지 5000대로 확

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

에는 QR코드를 부착하고, 기존 단말기형 따릉이도 순차

적으로 교체한다. 또 올해부터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

화가 널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등 일부 제외되었

던 대상들을 위한 ‘새싹 따릉이’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의 아이디어

를 수렴한 것으로, 이용 연령과 자전거 사양 등을 다각

도로 검토한 후 도로 특성을 고려해 운행이 적합한 지

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릉지에서의 따릉이 이용에 불

편함을 덜어줄 ‘전기 따릉이’도 올해 시범 운영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서울자전거 따릉이  www.bikeseoul.com

쉽고 간편하게! 
QR형 뉴따릉이

QR코드를 입고 더 똑똑해진 서울의 따릉이를 만나보자.

“그동안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대여와 반납 과정이 번거로운 점이 

늘 아쉬웠는데, 이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대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앞으로 따릉이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따릉이 이용 시민 

제로페이로 할인받으세요!

제로페이로 결제 시 1일권은 50%, 정기권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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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형 뉴따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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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소 내 손 소독제 비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540개의 따릉이 대여소에 일제

히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대여

소에 대한 주기적 방역도 실시 

중이다. 서울 시내의 모든 따릉

이는 친환경 스프레이형 살균제

로 손잡이, 단말기 액정 화면 등

을 꼼꼼히 소독해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다.

반납 가능 대여소 확인

따릉이 앱에서 기존 LCD형 따릉

이 대여소는 초록색으로, 새로워

진 QR형 뉴따릉이 대여소는 노

란색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기존 

따릉이는 QR형 뉴따릉이 대여소

에서는 반납이 불가하다.

간편해진 대여와 반납

대여 시 따릉이 앱을 실행한 다음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전거 번

호를 입력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

다. 반납 시에는 거치대에 자전거

를 거치한 후 단말기의 잠금 레

버를 당기는 것으로 손쉽게 잠

글 수 있다.

간단하게 임시 잠금

대여소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잠시 세울 때는 잠금장치의 레버

를 내려 임시 잠금 처리를 한다. 

용무 후 앱을 실행해 임시 잠금을 

해제한 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손쉬운 안장 높이 조절

누구나 손쉽게 제 키에 맞춰 조

절 가능한 레버형으로 개선한 따

릉이의 안장은 새로워진 QR형 

뉴따릉이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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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4월 19일, 이 땅에 봄을 찾아오기 위해 수많은 이가 희생했음을 기억한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의미도 깊은 강북구 여행지를 소개한다.

민주 정신의 성지, 강북구

동네방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문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사

건 4·19혁명. 국립4·19민주묘지는 이를 기리는 공간이다.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부는 선거 승리와 

장기 집권을 노리며 야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 투표 조작 

등 부정을 저지른다. 해방 이후 15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로는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의 가슴

에는 이미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자리 잡고 있

었다. 항의 시위에 정부가 과잉 진압과 발포로 대응하자 

분노에 불이 붙었다. 그해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 시민이 들고일어났다. 결국 대통령은 물

러나고, ‘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고귀한 희생

을 기념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일은 남은 시민의 의무다. 

이런 바탕 아래 국립4.19민주묘지가 조성되었다.

정문으로 들어가 참배로를 지나면 4월학생혁명기념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학생들은 앞서 정의의 길로 달려나갔

다. 고맙고 숙연해진다. 탑 안쪽으로 희생자의 무덤이 나

란히 놓였다. 유영봉안소에서는 희생자들이 흑백사진 속

에서 눈을 마주쳐온다. 정의를 위해 살 수는 있어도 죽

을 수는 없을 것만 같은데, 무엇이 이들을 여기로 오도

록 했는가 하는 생각에 걸음이 느려진다. 한쪽에는 혁명

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모아놓은 기념관이 있어 이해를 

돕는다.

그렇다고 공간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다. 9만6837m2(약 3

만 평)의 넓은 부지에 희생자를 기억하는 시와 조각 작품, 

자연이 어우러져 계절을 음미하는 산책 장소로도 적합하

다. 벚꽃과 진달래 만발한 봄날, 또 한 번의 봄꽃을 끝내 

못 보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한다. 그냥 주어진 오늘

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 봄이 더욱 고맙다.

국립4·19민주묘지  강북구 4·19로8길 17   02-99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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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각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독립을 꿈꾸던 손병희 선생

은 봉황각을 짓는다. 독립이 거저 될 리 없으니 뜻 

있는 사람을 모아 역사와 정세를 가르치고 의논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5인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봉

황각과 부속 건물에 당시 유물이 남아 있다.

 강북구 삼양로173길 107-12

문화 명소
꿈이라는 이름의 숲에서 자연을 즐긴다. 역사가 담긴 공간에서 사색하고 거닐며 오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마지막으로는 맛과 흥이 넘치는 전통시장까지. 몸과 마음을 함께 채워주는 강북구 명소를 골랐다.

북서울꿈의숲
2009년 다시 태어난 북서울꿈의숲은 월드컵공

원, 올림픽공원, 서울숲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이다. 숲이라는 이름답게 각

양각색 나무와 풀, 꽃이 자라고, 분수와 폭포를 갖

춘 호수, 조선 순조의 둘째 공주가 결혼해 거주한 

등록문화재 제40호 창녕위궁재사, 대형 잔디광장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강북구 월계로 173

솔밭근린공원
서울 시내에 자리한 유일한 소나무 숲이다. 3만

5000m2(1만600여 평)의 부지에 100년 수령의 

우람한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자라는 풍경이 감

탄을 자아낸다. 소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

으며 걷노라면 도시에서 자연으로 순간 이동한 느

낌이다. 쉼터와 어린이 놀이터도 갖추었다.

 강북구 삼양로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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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시장

근현대사기념관

북서울꿈의숲

봉황각

초대길

솔밭근린공원

국립4·19

민주묘지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수유시장
1966년 문을 연 시장은 300여 개 점포가 들어선 

강북구 대표 시장이다. 2004년 아케이드 공사를 

마쳐 내부가 깔끔하고, 이정표 덕분에 원하는 가게

를 찾기도 편리하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시장의 강

점은 맛집. 긴 역사만큼 내공 깊은 맛집이 즐비하

며, 전과 홍어회 등이 인기 먹거리다.

 강북구 도봉로67길 18

초대길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초대 대법원장 김병

로,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등 ‘초대’를 역임한 분의 

묘소를 이어 걷는 길이다. 중간에 대한제국 1호 검

사이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 무덤과 광

복군 17위를 모신 합동 묘역도 만난다. 북한산둘레

길의 일부로, 자연 속에서 역사를 호흡할 수 있다 .

 강북구 4·19로 114(근현대사기념관)

근현대사기념관
애국선열의 묘소와 봉황각이 있는 강북구에 자유, 

평등, 민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근현대사기념관이 

2016년 문을 열었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혁명 등의 전개 과정과 가치를 잘 정리해둔 곳이

다. 마당에 우뚝 선 독립민주기념비가 눈길을 끈다. 

‘평화의 소녀상’은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강북구 4·19로 114



문화마당

세종문화회관은 매주 토·일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우수 기획 공연을 다시 

볼 수 있는 ‘내 손안에 극장’을 운영한다. 4월 4일에는 <열혈건반 1-더 듀오>를, 

4월 5일에는 <열혈건반 2-쇼팽 그리고 쇼팽>을 만나볼 수 있다. 3월에서 4월까지 매주 

화·금요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을 네이버TV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이는 

‘힘내라 콘서트’를 진행한다. 4월 18일에는 서울시무용단의 창작 무용극 <놋(N·O·T)>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10개의 작품을 선정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youtube.com/sejongpac

네이버TV tv.naver.com ▶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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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은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며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관객들의 갈증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아쉽게 막을 내린 전시 <강박 2>

를 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SNS로 받은 시민들의 질문을 큐레이터가 

직접 답해주는 영상도 준비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다양한 전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들을 만날 수 있다.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

네이버TV tv.naver.com/sema

서울시립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세종문화회관 

‘내 손안에 극장’, ‘힘내라 콘서트’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담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마을 내 

여러 전시실을 투어하며 소개하는 도슨트 영상을 순차적으로 게재 

중이다.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한 돈의문구락부, 콤퓨타게임장, 

새문안만화방, 삼거리이용원, 1960년대 가정집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 등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다양한 공간 구석구석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유튜브 youtu.be/VYxNBFgQzqY

돈의문박물관마을 

온라인 도슨트 투어



예술의전당은 그동안 무대에 올랐던 우수 공연을 다양한 각도와 효과의 

고화질 영상으로 구현한 <SAC on Screen>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스트리밍한다. 

3월에는 연극 <페리클레스>와 클래식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창작 발레 <심청> 등 

엄선한 7편의 공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됐다. 4월의 온라인 공연 상영 일정은 

추후 예술의전당 홈페이지(s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youtube.com/sacmusichall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집에서 안전하게, 더 가까이 즐겨보세요. 온라인으로 향유하는 일곱 가지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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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은 그동안 전시했던 다양한 특별전을 

VR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가상 체험을 상시 운영 

중이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화면 속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며, 각 전시 유물을 클릭하면 확대된 

사진과 함께 제목과 설명을 제공한다. <백제의 산성>전,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전 등 30여 개의 

VR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baekjemuseum.seoul.go.kr▶ 박물관 VR 체험하기

한성백제박물관 

VR 전시체험관

서울도서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휴관 중이지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만1000여 종의 전자책과 150여 종의 

오디오 북 등 3만여 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방 안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해리 포터> 시리즈와 <왕좌의 게임> 

원작 등 인기 도서들을 섭렵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도서를 성우들의 

명연기와 음악이 녹아 있는 오디오 북으로 만나볼 수도 있다. 

홈페이지 lib.seoul.go.kr 

서울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울문화재단의 ‘스팍TV’는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서울 곳곳의 문화 현장과 

영상 콘텐츠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14편의 

영상으로 구성된 웹 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은 스팍TV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다. 

소설가, 소리꾼, 그림작가 등 서로 장르가 다른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융·복합 콘텐츠다. 

이 밖에도 시민청의 <뉴트로 청트로>, 

서교레코즈의 <New Playlist> 등 다양한 라이브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유튜브 youtube.com/sfacmovie

네이버TV tv.naver.com/sfacmovie

서울문화재단 

‘스팍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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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지키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서울시민의 반려견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착순 4만 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지원합니다. 올해 3월에 개정된 동물보호

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동물 등록의 법

적 의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지원 기간 3월부터 연말까지(4만 마리 선착순 지원)

시술 장소  서울시 내 600여 개 동물병원(콜센터로 문의 가능)

자부담 비용 1만원(일반 시술 비용 5만~7만원)

문의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 070-8633-2882

동물 보호 위한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서울시가 공휴일과 야간 시간대 유기동물의 구조를 전

담하는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합니다. 유

기동물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유기동물을 보

호함으로써 동물의 폐사·안락사를 최소화합니다.

주요 서비스 

• 동물보호센터가 출동하지 않는 시간대의 유기동물 신고  

접수 및 구조 추진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운영 시간 공휴일 및 야간(밤 12시~오전 9시)

공휴일 및 야간 동물 구조 신고    다산콜센터 120

서울 생활 정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반려동물 관련 지원과 서비스 모음.

슬기로운 서울 상생 백서

반려동물 편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리본센터와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의 서비스가 잠정 중단 중이니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만나는 곳, ‘리본센터’

새로운 반려동물 가족을 만나고 싶을 때는 유기동물 분양센터

인 강동구 소재 ‘리본(Re:born)센터’를 찾아주세요. 

주소 강동구 양재대로81길 73

홈페이지 reborncenter.org

인스타그램 @reborn_center

문의 02-474-6012, 070-4163-7350

초보 보호자 위한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 반려견·반려묘의 보호자 및 예비 보호자

교육 내용  반려견·반려묘의 생태적 특징 및 언어 이해,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법 등  

문의 카라 02-3482-0999,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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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식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크 필터 및 

대체 기술 확보 위한 기술 공모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코

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필터 및 대

체 기술 공모를 진행한다. 마스크 대체 필터와 대

체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

며, 각각 4월 8일(수), 5월 8일(금)까지 신기술접수

소 홈페이지(seoul-tech.com)의 ‘기술 공모’ 양식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수 혁신 기술로 선정될 

경우 도전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수

여하며, 서울시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형식의 절차

가 이뤄진다.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로 

서울광장 7.8배 보행 공간 확보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동네 도로의 차로를 줄여 보

행 공간으로 만드는 서울시의 ‘생활권 도로 공간 재

편’으로 약 5만m2의 보행 공간이 새롭게 생겨났다. 

일명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를 최우선시하

는 환경을 마련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개선도 동시에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신고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정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매도·임대·담보 제공·용도 변

경하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

화(02-2133-8893),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news.

seoul.go.kr/safe/accuse),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e-오픈하우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청

신호’의 1호 주택 ‘정릉하늘마루’가 지난 3월 5일 영

상을 통한 e-오픈하우스를 공개했다. 

2020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 

형태 근로·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실질적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하는 ‘2020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

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 인원은 총 3800명, 총

적립금은 40만원(참가 노동자 15만원+서울시 25

만원)이며,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형 여

행바우처 사업 홈페이지(seoulvacation.kr)에서 온

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서울형 여행바

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 서울관광재단(02-3788-8156~7, 02-3788-

8114~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 보조금 접수 시작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을 목표로 3월 25

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수소차 보조금

은 1대당 3500만원으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

금 지원 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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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 민간 건물 연결, 새 길 개통

서울시는 서울로7017과 메트로타워를 길이 20m

의 공중 보행길로 연결하고, 남산까지 바로 이어지

는 70m의 보행길을 조성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

을 거쳐 남산까지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서울

로7017을 찾는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증축 건물엔 카페, 식당, 편의 시설 등을 

갖추어 시민과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내·외부 살균 소독 지원

서울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서울’)은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포스서울’ 조합원 업소

를 방문하는 고객의 자동차 내·외부에 무료로 강력

한 살균 소독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carposseou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서관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이

때, 집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에 

대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체

육시설 25곳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희망광고는 서울시가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등에 무료로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사랑>은 희망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및 소상공인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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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퀴즈

1.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소설 중 하나로, 주인공이 하루 동안 걷고 전차를 타며 

관찰한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전차 구경>    ②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③ <나목>    ④ <오발탄>

2.  전화로 주문하면 좋은 물건을 대신 골라 장을 봐주는 관악신사시장의 비대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①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  ② 클린 시장 서비스  ③ 착한 소비 서비스

3.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강북구에 위치한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북서울꿈의숲    ② 솔밭근린공원    ③ 강북구꿈의숲    ④ 북서울공원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  퀴즈 정답을 표시한 후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

로 사진 촬영하기 → <서울사랑> 홈페이지 독

자마당 내 ‘열린마당’ 클릭 → ‘4월호 퀴즈 응모’

에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 남기기

2.  퀴즈 정답을 표시한 후 사진 촬영하기 → 인스

타그램, 트위터에 #서울사랑 #서울퀴즈응모

를 해시태그해 올리기

응모 기간 4월 20일까지

퀴즈 선물   참여하신 분 중 퀴즈 정답과 함께 퀴

즈와 관련한 정성스러운 사연이나 사진을 보내주

신 다섯 분에게 <서울을 색칠하자> 컬러링 북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응모 방법

<서울사랑> 4월호에는 서울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기사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4월의 서울 퀴즈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한강공원 풍경.

일러스트 고성규

봄의 전령인 벚꽃나무가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풍경을 

나만의 색채 감각으로 완성해주세요.

응모하신 분 중 선정해 <서울을 색칠하자> 컬러링 북을 보내드립니다.

작가가 색칠로 완성한 그림과 도안은 <서울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로 출력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색칠하자

응모 방법

	 개인	SNS에	완성된	그림	올리기 해시태그 달기 #서울사랑 #서울을색칠하자

	 홈페이지에	파일	올리기 love.seoul.go.kr 독자마당 ▶ 열린마당

	 이메일	접수	 <서울사랑> 편집실 이메일 magazine@seoul.go.kr

응모 기한 4월호 마감은 4월 20일입니다. 기한 내에만 응모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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