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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름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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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휴식처
초안산캠핑장
-

지난 6월 1일 문을 연 초안산캠핑장은 전철 1호선 녹천
역에서 150m 떨어져 있어 자동차 없이도 간단한 캠핑
장비를 들고 갈 수 있다. 초안산 숲속에 위치한 이곳은 2

“올여름 피서는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서!”

만4,938m² 규모로 캠핑 존 54면과 주차장 78면을 갖췄
으며, 하루 최대 21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파크 캠핑 빌
리지, 테라스형 덱 캠핑 존인 테라스 캠핑 빌리지, 캐빈
하우스, 힐링 캠핑 빌리지 등 4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캐
빈하우스는 실내에 2층 침대와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텐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영·유아 동반 이용객
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야외 스파, 트리 하우스, 놀
이터, 물놀이장과 인근의 경춘선 숲길, 잣나무 힐링 숲,
노을캠핑장

유아 숲 체험장 등도 즐길 만하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2층 침대와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캐빈하우스가 좋다.

가볍게
여유롭게 즐기자,
도심 캠핑

초안산캠핑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도 있다.

주말, 레저, 여유 등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캠
핑 문화도 함께 발전해왔다. 일부 마니아만 즐기던 캠핑
은 점차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됐고, 대형 장비 위주의 오토
캠핑 외에도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 떠나는 백패킹, 필요한
장비만 준비해 간소하게 즐기는 미니멀 캠핑 등 종류도 다
양해졌다. 요즘은 가족이나 단체는 물론 개인도 캠핑을 즐

서울 시내 캠핑장은 휴가철은 물론 주말이면

기는 추세다. 아울러 주말 교통 정체에 시달리지 않고 쉽

늘 사람들로 붐빈다. 최근 초안산캠핑장까지 문을

기를 끌고 있다. 캠핑의 계절을 맞아 서울 시내 캠핑장이

자리 잡았다. 복잡한 준비 없이 가볍게,

다시 조명을 받는 가운데 최근 초안산캠핑장을 열어 시민

가까운 도심 캠핑장으로 떠나보자.

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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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양인실 사진 문덕관

게 접근하면서도 자연과 여유를 만끽하는 도심 캠핑이 인

열면서 도심 캠핑장은 시민의 으뜸가는 휴식처로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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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여유롭게 즐기자, 도심 캠핑’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가족 여행지를 고민하던 제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도심에서 시설이 잘
갖춰진 캠핑장을 만날 수 있더군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
또한 줄었습니다. 기사를 정독하고 독자
퀴즈 정답도 찾았습니다. 정답은 바로
초안산캠핑장입니다.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서울 사서함
<서울사랑> 독자 후기
참여 방법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 → 독자마당)나
이메일(magazine@seoul.go.kr)로 보내주세요.

p.24

취향의
발견

목련다방

수국식빵

장미빙수

서울로 테라스

서울로 시점부인 회현역 4·5번 출구에서 서울로를

목련다방 가까이 자리한 수국식빵은 직접 구운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 메뉴를 선보이려 했지만, 개장 후 서울로

호텔 마누 맞은편에 있다. 서울로와 연결돼 각종

따라 걷다 보면 목련다방이 나온다. 커피와 주스

식빵으로 만든 토스트가 맛있는데, 특히 외국인에게

상황을 고려해 카페 메뉴로 업종을 변경한 곳. 상호도 장미빙수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카페와 베이커리,

등 음료 위주로 판매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인기 높다. 햄과 치즈를 곁들인 토스트는 5,500원,

바뀌었다. 인기 메뉴는 인절미눈꽃빙수로 가격은 8,000원이다.

우유아이스크림. 가격은 3,500원.

베이컨을 푸짐하게 올린 토스트는 6,000원이다.

“서울로에서
여름을 즐겨요.”

식당 등 요즘 인기 있는 가게가 입점해 서울로
방문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곳이다.

서울로 7017 따라 맛 기행!

개장하기 전까지는 유모차 끌고

요즘 서울로 7017은 물론, 그 일대가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땅치 않았어요. 요즘은 동네 한

“만리동 주민이에요. 서울로
산책할 곳도, 커피를 마실 곳도

볼거리, 즐길 거리 외에 먹거리가 가득해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것. 서울로 7017에서

바퀴 도는 시간이

맛볼 수 있는 주전부리를 비롯해 일대 별미를 알차게 소개한다.

참 즐겁고 나들이 나온 것
같아요.” - 강미혜 씨

part 1
서울로 걸으며
주전부리 즐겨요
서울로 7017에는 다양한 식음 시설이 있어 음
료부터 주전부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서울리스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7017

호텔 마누 2층에 자리한 카페 겸 펍으로
서울로 7017과 연결돼 있다. 유명 카페의 원두를

서울화반은 오전 11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맛볼 수 있고, 양평의 유기농 베이커리 ‘스막
긴즈버그’의 빵도 구비했다. 문의 02-757-2265

“서울로 7017의 식음 시설은
공정 무역 커피와

도토리풀빵

7017 서울화반

도토리풀빵은 달콤한 슈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유명 셰프 10인이 교대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비빔밥

국내산 청정 재료를 사용하는 등

견과류 가루를 곁들여 고소한 맛이 별미다. 8개를

도시 재생과 관련한 방식으로

담은 작은 봉투는 3,000원, 15개를 담은 큰 봉투는

운영하고 있답니다.”

5,000원에 판매한다. 만리동광장과 가깝다.

- 권동필 총괄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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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현욱 사진 홍하얀

평소 맛집 탐방하는 걸 좋아해서
‘서울로 7017 따라 맛 기행!’ 기사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서울로의 식음
시설과 근처 맛집까지 정리돼 있어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현상소’의
바다소금크림에스프레소 맛이 무척
궁금하네요. 서울로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니
올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어요.
정명진(강남구 학동로)

july 2017

전문 가게.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이 많이 방문해
기다려야 할 정도다. 기본 메뉴인 산채나물비빔밥은
9,000원, 도토리풀빵 근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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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예술단 ‘불량선인’에 관한
기사가 신선했습니다. 폐허가 된
낡은 아파트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외국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도시의 오래된
공간을 재창조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예술가들도 서울이라는 공간에 특색
있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주현(송파구 문정로)

청년 열전

청년 예술가들에게 자립할 기회를

술단은 창작 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젊은 예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재학 중인 허남주·곽노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예술가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

선인’은 일제강점기에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어와 상상력을 실질적 예술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의 불령선인(不逞鮮人)에서 이름을 따왔다. 일제에 저항

점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하는 조선인을 부르던 이 말의 의미처럼 제도화된 미술에

“공공 차원의 지원이 더 많아지고 보완되어야 민간의 지원

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이번 전시에 다섯 팀의 영상, 설치 작품 등을 준비했습니

p.46

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휴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현대 씨의 바람이다.

다. 전시 기획자로서 작가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불량선인의 도시 괴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프리뷰 전시

하나로 묶는 작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보

에 이어 가을에 본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이 전하고

며 작품을 촬영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들여온다거나, 전시

자 하는 도시 괴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가을에 열릴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는 일이 오히려 더

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힘들었어요.” 곽노원 씨는 아파트 주변이 특별 순찰 구역
인데, 외부자이자 낯선 자신들의 존재가 오히려 괴담이 되

상상과 실험, 예술에 청춘을 더하다
서울청년예술단 ‘불량선인’
청년의 열정을 응원한다. 서울시는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예술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무용, 문학, 시각,

주 씨는 예술가로서 시작 단계인 청년 예술가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청년예술단을 높이 평가했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매체 실험) 등 7개 분야 104개 단체(총
483명)를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선정해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창작
활동을 돕고 있다.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선정된 단체는 기획 회의,
작품 구상, 연습 등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부터 공연, 전시, 예술
교육,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다. “일반 예술 기금이나 미술 전시 공모 사업은 작가 중심

따라 5,000만 원 내외의 활동비(5인 기준)를 지원받고, 월 1회 선배

번화한 지하철역, 고층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낡고 오래된

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처럼 청년 기획자

예술가와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2133-2557

아파트가 폐허처럼 존재한다. 2017년 서울 한복판에 1970

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청년예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서울청년

년대 시공간을 이식해놓은 듯 기괴한 풍경을 연출하는 관
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에서 지난달 이색 전시가 열렸다.

예술에 돌을 던지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목하자.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회와 경험이 필요한 청년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전시 준비까지 크고 작은 어려
움에 부딪혔는데, 서울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허남

예술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
전형적 공연 무대와 전시장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서울청년예술단

었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청년예술단의 7월 주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은
blog.naver.com/sculturenarts에서 찾아보자.

박재영, ‘아일랜드 에피소드: 남겨진 쪽지
(Island episode: Notes Left Behind)’,
벽면에 드로잉, 주변에서 수집한 오브제,
가습기, 사운드,
현장에서 수집한 먼지, 2017

서울청년예술단으로 활동하는 ‘불량선인’이 ‘도시 괴담’을
주제로 <관악구 조원동 1645-2展>이라는 실험적 전시를
선보인 것. 오랜 시간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거주자가 대부
분 떠난 낡은 아파트 두 채에 마련한 전시장은 강렬한 시
각적 충격을 안겨준다.
“입주자 중 약 20%만 남아 있는 이곳은 주변 역세권의 번
화한 공간과 대비되는 폐허, 빈 공간으로 ‘도시 괴담’이라
는 전시 주제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담은
증거들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이고, 그러한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공간
을 찾은 셈이죠. 괴담이라는 주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청년예술단에 참여하면서 전시를 열 수 있
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글 한해아 사진 문덕관

“젊은 예술가들의
특색 있는 시도를
응원합니다.”

술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죠.” 예산 지원뿐 아니라 같은

원·조현대 씨 세 사람이 모인 시각예술 전시 기획팀 ‘불량

<관악구 조원동 1645-2展> 전시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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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누리세요

이상용 ‘벽 1’, ‘벽 2’, 캔버스에 유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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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나요?
<독자 퀴즈>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놀지 걱정되시나요?
왼쪽은 8월호 <서울사랑>에 게재된
사진의 일부분입니다.
해당 사진을 찾아 장소 이름과 함께

응모 방법

8월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이 특별한 피서지로 변신합니다.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
→ 독자마당)나 <서울사랑> 편집실 이메일
(magazine@seoul.go.kr)로 보내주세요.

매년 열리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무더위를 날려줄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합니다.
열대야에 밤잠을 설친다면 남산골한옥마을이나 서울로 7017을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증 사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뜨거운 여름, 서울에서 즐기는 법을 <서울사랑>이 알려드립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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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1

서울의 밤길이 불을 밝히고 시민을 초대한다.
양화나루와 절두산 순교성지를 뱃길로
탐방하는 ‘양화나루 유람기’, 중구 역사(歷史)
산책에 나서는 ‘정동길 따라’, 광희문·신당동
일대 야경과 역사를 체험하는 ‘광희문
달빛로드’, 낙산 성곽 야경을 즐기는 ‘한양도성
달빛기행’ 등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10월 말까지 이채로운
야시장이 열린다. ‘1890
남산골야시장’은 1890년대
조선 말 개화기의 장터를
재현해 신기하고 흥미롭다.
전통 저잣거리의 흥을 한껏
북돋우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 열린다.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남산골야시장으로 맛있고
재미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일정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국악 서포터즈 공연과
기획 공연
문의 남산골한옥마을
축제기획팀 02-2261-0517
홈페이지
www.hanokmaeul.or.kr

Ⓒ조현주

밤의 색다른 묘미에
더위를 잊다

서울의 궁궐 중 유일하게 상시 야간
개장을 하는 덕수궁에서는 은은한 조명에
싸인 궁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매일 밤 8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9시까지 개방한다.
주소 중구 세종대로 99
문의 02-751-0734
홈페이지 www.deoksugung.go.kr

여름밤의 열기와 짜증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름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물론

남산골명인열전 수류화개, 만화방창 공연 장면 Ⓒ조현주

4

한여름 밤, 고즈넉한 한옥에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의 백스테이지 투어, 연주자와의
만남 등 새로운 국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서울남산국악당은 전통
기악의 명인이 펼쳐내는 가을밤의 정취(秋月滿庭)를 담아 <남산골
명인열전>을 공연한다. 9월부터 매주 금요일, 7시 30분~8시 30분에
남산골 한옥마을 민씨 가옥 안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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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양인실 사진 문덕관

색다른 재미와 미식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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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DDP, 청계천, 반포, 청계광장
등지에서 열리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힌다.
한강의 야경과 함께 세계 각국의 맛과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청춘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야시장도 경험할 수 있다.
야경과 분수, 빛과 음악이 있는 로맨틱한
달빛 시장이 연출되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라면 열대야도 낭만이 된다.
일정 10월 29일까지 매 주말
문의 120 다산콜센터
홈페이지 www.bamdokkaebi.org

키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연못에는 물이 찰랑거리며 푹신한
잔디가 가득 깔린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이자 젊은이들의 데이트 성지로
떠올랐다. 밤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열대야를 피해 찾아와 쉬는 힐링
공간으로도 각광받는다.

한강공원 곳곳에 설치한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뽑으며 더위를
식혀준다. 반포대교 옆면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달빛무지개분수는 조명과
어우러지는 밤에 한층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홈페이지
hangang.seoul.go.kr
‘2017 서울 문화의 밤’은 한여름 밤 도심에서 서울의 문화와 밤, 여름이 어우러진 시간을 즐기는
매혹적인 야간 문화 피서 축제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리는 ‘서울 문화 바캉스’를
비롯해 ‘서울 오픈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시설을 특별 개방하고, 특색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서울의 문화 예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바캉스, 클래식 스펙타큘러 판타지, 밤샘 영화제
등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8월의 눈 조각전, 서울 오픈 하우스의 일환으로 야간 연장 개방하는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시설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일정 8월 11일(금)~13일(일) 문의 서울 문화의 밤 운영사무국 02-550-2557, 2566
홈페이지 www.seoulculturenight.co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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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2

밤에 피는
문화와 사람이
아름답다
서울로 7017의 파란색
조명은 마치 은하수를
건너는 듯, 시원한 바닷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눈으로 맛본 청량감이
오감으로 퍼지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보길.

야간 도보 코스를 걷다 나지막한 기타 선율에 마음을 빼앗기고 야경을
배경 삼아 사진 찍는 시민을 품은 서울로 7017의 밤은 더없이 아름답다.

이름 모를 뮤지션의 청아한
기타 선율이 무더운 열대야도
잊게 한다. 자석에 이끌리듯
발길이 멈추고 멜로디에 취해
어느덧 자리를 잡고 앉는다.
기타 음율에 맞춰 너나없이
허밍을 하는 낭만이
그곳에 있다.

한여름 밤에 걷는 서울로 7017과
그 일대. 서울역에서 서울로 7017,
남대문교회, 한양도성, 백범광장,
남산육교, 숭례문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재생이
어우러진 도보 코스를 즐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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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서울로 전시관, 헬로! 아티스트
헬로! 아티스트 서울로 전시관이
작가에게는 동시대 현대미술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시 공간이자 시민에게는
현대미술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조명이 켜진 서울로
전시관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글 양인실 사진 문덕관

서울로 7017에 불이 밝혀지면 낮과는 또 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헬로! 아티스트 서울로 전시는 서울시와 네이버문화재단이 서울로 7017의 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일환이다. 현재 서울로 전시관에서는
삶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헬로! 아티스트 이우성 작가의 신작 ‘키스키스’와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전시 중이다. 이후 9월 정혜련 설치미술가, 11월 김종범
디자이너, 2018년 1월 최윤석 작가 전시가 이어진다. 자세한 전시 정보는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goo.gl/ZA1HK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9

밤에 피어나는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는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볼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시민들은
가까이에서 반짝이는 미디어 파사드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으로 남긴다.

서울로 전시관, 수국식빵, 목련다방,
장미 빙수 가게 등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면 펼쳐지는 2층은 또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
최근 출사 장소로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서울로
7017이다. 특히 조명을
밝힌 밤이면 숭례문,
서울역, 서울스퀘어와
차도를 달리는 차량이
만들어내는 야경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카메라가 길게
이어진다.
여름 열기에 취한 듯 서울로
7017에서 자라는 꽃과 풀,
나무가 그 자태를 유감없이
뽐낸다. 밤바람에 살랑이는
풀 너머로 호기심화분을
들여다보는 연인의 실루엣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서울로 7017에서 만난 서울로
보안 요원. 서울로 7017을
찾은 시민의 곁에서 24시간
길라잡이가 되고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로 보안 요원이
있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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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피서지다

오직 여름, 오직 한강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이 중 55개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21개 프로그램은 민간 예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11곳 한강공원에서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열린다. 오직 여름, 오직

스티벌, 글로벌푸드페스티벌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즐길

한강에서만 즐길 수 있는 뜨겁고 짜릿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80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수 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7~2018 한영 상

술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기획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으
로 ‘하이라이트 기간’(8월 1~15일)을 설정, 전체 프로그램
의 70%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몰입도를 한층 높인다. 이 기
간에 축제 현장을 찾으면 종이배경주대회, 파이어댄싱페

호 교류의 해’같이 국내외 굵직한 이슈들과도 연계, 축제
의 밀도를 높인다. 축제 기간 동안 여의도 멀티플라자 일대
에 차려지는 ‘2018 평창빌리지’에서는 스키점프, 크로스컨
트리 같은 동계 종목을 체험해볼 수 있다. 개막식 날에는
2017~20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영국 템스강축제
위원회를 초청해 포럼도 개최했다.

밤도깨비 야시장과 게릴라 댄스 ‘빨간 우산’

쉼 없이 즐기는 한강몽땅!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린 여름 축제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 선보

등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호러 특수 분장을

인 ‘2017 하트비트페스티벌’이다. 하트비트페스티벌은 호러

체험하고, 호러 댄스 공연, 공포 영화 감상, 1.5km의 미션

이벤트와 EDM, 힙합 공연을 결합한 신개념 축제이다. 하트

공포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트페스티벌에서는 특수 분장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미니 게임, 푸드 트럭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젊

80여 개의 다양한 호러 이벤트가 진행됐다. 아름다운 한강

은이들과 피서객들의 관심이 쏠렸다. 도끼(DOK2)부터 여

변을 따라 구성된 공포 영화 테마 존, 한강 괴담 공포 체험

성 래퍼 헤이즈,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오션검), ‘쇼미

12

한강은 오랫동안 우리에겐 삶의 터전이며 또한 사계절 내내

2013년에 시작한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매년 약 1,000만 명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해준 자연의 선물이다. 한강을 한강

이 찾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외

답게 만들고 즐기며 지키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시민 모

국인 방문객 수도 첫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축제

두가 함께하는 플랫폼형 도시 축제다. 무더위를 잊게 하는

로 성장하는 중이다.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가까운 한강공원

짜릿한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서울 도심 속에서 펼쳐

에서 한여름의 무더운 낮과 밤을 즐겁고 시원하게 보낼 수

진다.

있다. 올해는 ‘다시 발견하는 한강 사용법’이라는 주제 아래

7월 21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일대에서 시민 100여 명이

3개 테마 총 80개 프로그램(32개 신규)이 시민을 찾아간다.

함께 하는 대형 댄스 공연과 시각장애인 예술단 ‘한빛챔버

3개 테마는 시원 한강(물놀이·수상 레포츠·도전), 감동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와

강(공연·관람·열정), 함께 한강(자연·생태·휴식)이다.

불도깨비를 주제로 한 불노리야(夜) 공연으로 ‘2017 한강몽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수상 레포츠 종합 체험장, 2018 평창

땅 여름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게릴라 댄스 ‘빨간

빌리지, 잠수교바캉스, 사운스퍼레이드&워터워, 글로벌푸

우산’은 시민의 참여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드페스티벌, 한강인력거투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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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양인실 사진 문덕관, 홍하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오스트리아 남자 친구와 함께
왔어요. 푸드 트럭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보고 익사이팅한
한강몽땅 여름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어요.” -최재화·마누엘 씨

lo ve.s eo u l.g o .kr

“반포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펼쳐진 게릴라 댄스 ‘빨간
우산’에 참여했어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한강에 놀러 왔는데 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한 달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해요.
올여름은 한강과 함께~”

-명일초등학교 하늘땅 별땅 공연팀

-문혜진·김광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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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8월의 하이라이트

자전거한바퀴-한강Slow Roll
속도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속도 경쟁 없는 라이딩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일정 8. 7 난지 출발, 8. 15 여의도 출발

열대야페스티벌
누워서 보는 콘서트 ‘눕콘’. 올여름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신개념 콘서트를 즐겨보자!
쿠션 베드에 누워 콘서트를 즐기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일정 ~8. 19, 매주 금·토요일 오후 7~10시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한강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한강을 무대 삼아 미디어 아트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더머니’ 출신 레디(Reddy), 레게 뮤직의 선두 주자 쿤타(루

여름캠핑장

사운스퍼레이드&워터워

글로벌푸드페스티벌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 연계 공연(세계
전통문화 공연, 거리 아티스트 공연 등)과
워터슬라이드 등도 준비한다.
이용 요금 주말 공휴일 2만5,000원,
평일 1만5,000원
일정 ~8. 20, 오후 3시~다음 날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뚝섬·잠원 한강공원

음악과 휴식, 물총 싸움, 워터슬라이드,
EDM 요가, 플라워 워크숍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 바캉스를 떠나보자.
참가비는 5만5,000원이다.
일정 8. 5, 오전 11시~오후 11시
장소 난지한강공원

다양한 글로벌 음식, 글로벌 크래프트
음료, 글로벌 플리마켓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문화원이 함께
하는 세계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일정 8. 13~15, 오후 4~11시
장소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드페이퍼) 등이 출연해 멋진 음악과 춤을 선사했다. 나인뮤
지스 출신 DJ 라나, 미녀 DJ 크림, 3인조 DJ 그룹 행오버도

‘몽땅 깨끗한강’ 캠페인

참가해 라인업을 탄탄하게 꾸렸다.

한강에 쓰레기를 몽땅 먹어치우는 괴물이
나타났다. ‘몽땅먹깨비’는 배불리 먹지
않으면 사람들의 꿈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은 몽땅먹깨비를 찾아
미션을 수행한다. ‘몽땅 깨끗한강’ 캠페인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행위를 재밌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캔만 먹는 먹깨비, 전단지만 먹는 먹깨비,
PET만 먹는 먹깨비 등 먹깨비 쓰레기통을
배치해 시민이 각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재미를 더해준다. 쓰레기 버리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먹깨비
쓰레기 봉투, 스티커, 배지, 파우치, 에코백,
나들이 가방 등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일정 8. 5, 12, 오후 4~10시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국내 유일의 한강 야간 걷기 대회 ‘한강나이트워크42k’도 시
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저녁 7시부터 한강공원 녹음수광
장에서 무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17 한강나이트워크42k
는 한강과 서울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녘까지 11시간 동안 걷는 42 풀코스를 비롯해
초보자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15와 25까지 총 세 가
지 코스로 운영했다.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강몽땅
홈페이지(hangang.seoul.go.kr/project2017)와 스마트서
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공원 이용 에티켓

1
2
3
4
5
6

‘펫티켓’을 지킨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배변 봉투를 지참한다.
쓰
 레기는 쓰레기통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자.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는 안내센터와
매점에서 판매한다.
오
 토바이와 전동휠 이용 금지 오토바이와
50cc 미만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공원 내에서 취사 금지 취사와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시
 설물은 깨끗하게 공원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 시설물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이용한다.
대
 중교통을 이용한다 한강공원 인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한다.

문의 120 다산콜센터 02-378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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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한강몽땅 놀이 지도

망원
Hot!

이촌

한강변여행프로그램

수상레포츠체험교실

한강과 주변 일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망원한강공원에서는
‘강태공 낚시 체험과 전통시장 먹방
낚기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낚시
기본기를 배우고 망원전통시장에 들러
간식까지 먹는 시간.

8월 20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공원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무보트, 카약, 요트 등 수상 레포츠
체험은 물론 심폐소생술, 수난 구조
방법 등 수상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기간 8월 20일까지(매주 월·화요일 휴무)
장소 이촌한강공원 내 수상훈련장
비용 무료
문의 1577-2281, 1661-2280

기간 8월 20일까지(월요일 휴무)
오전 10~12시, 오후 3~5시
장소 망원안내센터
비용 2만 원(서울시공공서비스 사전 예약)
문의 02-893-7710

11개 한강공원을 한눈에 보고 즐기고 싶은 프로그램을 점찍어보자.

잠원

뚝섬

Hot! 한강여름캠핑장
뚝섬, 잠원, 여의도 3개 한강공원에
총 430개 텐트를 마련해 캠핑과 함께
버스킹 공연, 마술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한강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할 수 있다. 별자리 설명을
비롯해 별 그림 그리기, 천문 OX 퀴즈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
비용 평일 1만5,000원, 주말·공휴일
2만5,000원
문의 1544-1555

기간 8월 13일까지
장소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비용 무료(8월 11일까지 서울시공공서비스
사전 예약)
문의 02-3780-0810

Hot!

한강별보기체험교실

강서

잠실

인공암벽장체험

Hot!

인공암벽장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겨보자. 전문 강사진이 무료
강습도 진행한다.

한강종이배경주대회

골판지로 제작한 배를 타고 한강에서
레이스를 펼쳐보자. 올해는 대회 기간이
작년보다 하루 더 추가돼 5일간 열린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총 750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기간 8월 20일까지 둘째·넷째 수·금요일
장소 강서한강공원 피크닉장 옆 인공암벽장
비용 무료
문의 010-3302-7255

기간 8월 11~15일
장소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앞 둔치
비용 6만 원(4인 팀 기준)
문의 070-7372-0482

한강백사장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옆 백사장
비용 무료
문의 02-3780-0836

난지
Hot!

마스크서울

한강레이저태그체험

입장객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한여름
밤의 축제를 즐기는 자리. 힙합과 EDM
뮤지션의 공연도 만끽하자.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잠실한강공원 종합운동장 나들목 근처
비용 14세 이상 1만 원, 14세 미만
8,000원(티몬, 쿠팡, 인터파크에서
사전 예약)
문의 02-3667-7570

기간 8월 19일
장소 난지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
비용 1,000원
문의 010-3443-9856

서울인기페스티벌
기간 8월 12일
장소 난지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
비용 예매 3만 원, 현장 4만 원
문의 02-3780-0598

광나루
Hot!

양화
인력거투어

기간 8월 5~6일, 8월 12~13일
장소 양화대교 한강줄배타기 행사장 일대
비용 10분 체험 5,000원,
30분 투어 1만5,000원
문의 1666-1693, www.arteeridersclub.com

한강줄배타기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양화한강공원 선유보행로 상류 지역
~선유도선착장
비용 무료
문의 02-378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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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반포

Hot! 다리밑헌책방축제 도심 속 최대 규모의 야외 헌책방 장터가 열린다. 어린이 도서부터 해외 원서까지 다양한 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팝업북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고, 미니 도서관과 북 카페 등 휴게 공간도 마련한다.

파이어댄싱페스티벌 ‘태양의 서커스’, ‘버닝맨’ 등 해외에서 주목받는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코리아갓탤런트>, <댄싱9> 등에 출연한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합동 공연도 펼친다.

기간 8월 1~15일 장소 마포대교 남단 다리 밑 일대 비용 무료 문의 070-4237-1008

기간 8월 14~15일 장소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예빛무대 일대 비용 무료 문의 070-4159-9000

2018평창빌리지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여의도 멀티플라자 일대 비용 무료 문의 033-350-2175
몽땅크루즈타운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이랜드크루즈선착장 앞 비용 무료 문의 02-3271-6900
한강전통연희마당 기간 8월 12~13일, 15일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 비용 무료 문의 02-3780-0720, 0589
한여름밤의 큰풍선그림자극장 기간 8월 11~12일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비용 그림자극 체험 1,000원(서울시공공서비스

한강푸드트럭100 기간 8월 20일까지(8월 13일 휴무) 장소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사전 예약) 문의 02-3780-0720, 0598

한강워터파크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내 수상레포츠체험장 비용 1만 원(2시간) 문의 070-7372-0482
한강청소년밴드&댄스페스티벌 기간 8월 13~14일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비용 무료 문의 070-7518-2148, 010-4816-2148
한강테이블가족행복극장 기간 8월 14~15일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비용 무료 문의 02-3780-0720, 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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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현욱 일러스트 조성흠

Hot!

북촌의 명물 ‘아띠인력거’를 한강에서
체험할 수 있다. 유쾌한 아띠라이더와
함께 강바람을 가르는 재미가 쏠쏠할
듯. 10분 체험부터 30분 투어 코스까지
다양하다.

다리밑영화제

저녁이 되면 한강 다리 밑이
영화관으로 변모한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연계해
강과 바다, 반려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영화를 상영한다.

비용 무료 문의 02-6927-0039

서울스토리패션쇼 기간 8월 19일 장소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비용 무료 문의 02-3780-0720, 0598
한강실내조정경기대회 기간 8월 19일 장소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예빛무대 및 주변

기간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장소 광나루 천호대교, 뚝섬 청담대교,
여의도 원효대교, 망원 성산대교 하부
비용 무료
문의 020-120

강동버스킹페스티벌
기간 8월 20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장소 천호대교 하단 상설무대
비용 무료
문의 02–3425-5242

비용 1인 5,000원, 단체 5만 원(예약 www.frip.co.kr/collections/71) 문의 02-566-5466

무지개분수물맞이체험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반포한강공원 서래나루
비용 주중 5만 원, 주말·공휴일 7만 원(전화 예약 1522-1477) 문의 1522-1477

lo ve.s eo u l.g o .kr

※ 프로그램 일정은 기상 상태나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hangang.seoul.go.kr/projec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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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만나는
인문학

1

대수, 아리수, 열수, 경강, 한수

간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되곤 한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한강

다. 서해에서 밀물 때 한강으로 들어왔다가 바다로 돌아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되어온 한강은 다

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한사군과 삼국시대 초기에는 한반

도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내왕했던 모양이다.

도의 중간 허리 부분을 띠처럼 둘렀다는 뜻에서 ‘대수’라 불

또 캐비아로 유명한 철갑상어도 1960년대까지 반포 인근에

렀고, 고구려에서는 ‘아리수’라 했으며, 백제는 ‘욱리하’라고

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철갑상어는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

했다. 고려 때는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뻗어내리는 긴 강이

연안 또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살며 알을 낳을 때

란 뜻으로 ‘열수’라고 불렀으며, 모래가 많아 ‘사평도’ 또는

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회귀성 어종으로 멸종 위기 동물

‘사리진’이라고도 불렀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강’ 혹

이다. 수질이 악화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 만약

은 ‘한수’라 불렀고, 그 이후 ‘한강’으로 고정되었다.

이 배경이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강 다리에서 괴생물
체를 목격한 봉준호 감독은 2000년 미군 기지에서 독극물
을 한강에 방류한 맥팔랜드 사건을 보고 영화를 기획했다
고 한다. 영화 개봉 후 한강에서 진짜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

18

2

과연, 한강에는 괴물이 살고 있을까?

긴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겪으며

이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다. 실제로 1928년 약 2m 크기의

유유히 흐르는 한강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괴물이 한강에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한강

있다. 그중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말고,

에는 과연 괴물이 있을까? 그건 네티즌 수사대에 맡기고 신

처음 듣지만 재미있고 쓸모 많은 잡다한

문 기사와 옛 문헌에 나온 팩트를 소개한다.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한강에 철갑상어와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것. 한강에서 간
au gu st 201 7

글 이정은 사진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국가기록원, 연합뉴스 일러스트 조성흠
참고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백과, 한강 이야기 자료집(서울시)

알고 보면 재미있고
쓸모 많은
한강 잡학 사전

한강에 맑은 물이 계속 흘렀다면 캐비아를 지금의 날치알처
럼 흔히 먹을 수 있었으려나?
lo ve.s eo u l.g 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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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57년 한강에서 채빙하는 모습
1960년대 이촌동 부근의 여름 풍경

3

물귀신이 아닌 얼음신(神)

쓰레기 산에서 쓴 월드컵 4강 신화

7

여의도에 희생당한 밤섬의 놀라운 부활

과거 난지도는 경치가 아름다워 데이트 장소와 영화

물 맑고 모래가 고운 한강은 예부터 서울 시민의 단

촬영지로 이용하던 명소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1993년까

골 휴식처였다. 여름에는 피서를 즐기기 위해 한강 인도교

지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2개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되고 말

밑 백사장과 뚝섬 광나루의 넓은 모래밭으로 사람이 모여

았다.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로 생태계는 파괴됐고 유해가스

들었다. 겨울이면 꽁꽁 언 한강 인도교 밑으로 스케이트와

는 인근 지역을 뒤덮었다. 그러나 1993년 완전히 폐쇄한 후

얼음썰매를 타는 인파가 몰렸으며, 1924년부터는 ‘전조선

생태 공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대변신했다.

빙상경기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002년 한일 월드컵

하지만 경제개발과 더불어 더러운 강으로 추락해 오랫동안

4강 신화를 이곳에서 쓴 것이다. 악취와 파리 떼가 들끓는

시민에게 외면당했다. ‘오염의 상징’으로 쓸쓸히 흐르던 그

속에서 쓰레기를 줍던 넝마주이로 대변되는 쓰레기 산에서

강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대표적 사례가 밤섬이다.

난지도의 꿈은 이루어졌다.

밤섬은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여의도 제방 축석에 필요한 잡
석을 채취하기 위해 1968년 2월 폭파, 해체했다. 그런데 반

과거 얼음은 소금과 더불어 중요한 자원이었다. 조
선왕조에서도 겨울에 한강의 얼음을 잘라내어 저장해두었

로 거듭난 난지도
거대한 쓰레기 산에서 시민들의 휴식처

다가 한 여름에 이용하곤 했다. 조정에서는 빙고 업무를 담

세기 동안 남아 있던 암반층에 토사가 쌓이고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숲이 우거지자 새가 날

당하는 관리를 별도로 배치했으며, 겨울에는 얼음신(神)에

아들었고, 도심 내 물새 서식지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게 얼음이 두껍게 얼기를 기원하는 ‘사한제(司寒祭)’를 지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기도 했다. 빙고 제도는 1898년에 폐지되었으나, 해방 이후

서울시는 자연으로 복귀하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

까지도 한겨울이 되면 한강에서 커다란 톱으로 얼음을 채취
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형 호안, 천변 생태

1969년에 준공한
제3한강교(한남대교).

습지, 버드나무림,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공생하는 한강을 만들 계획이다. 최근 반포 한강공원

‘빨갱이’ 때문에 건설한 제3한강교

에서는 꿩 한 쌍이 목격됐다.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

서울의 중심인 한강은 우리 민족 역사의 궤적이기도

제3한강교(한남대교)의 건설 목적은 강남 개발이 아

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강의 기적이

하다. 조선의 한양 천도 이유 중 하나가 한강이었다. 조세인

니었다.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강남 개발이

세곡을 운반하기가 육로보다 훨씬 쉬웠던 것. 전국의 세곡

필요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안보’였다. 당시

을 한강을 통해 운반했고,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자를 한강

서울 시민은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1한강교를 폭

을 통해 공급했다.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왕조가 무너지기

파해 꼼짝없이 갇혔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

시작하면서 한강은 슬픈 물길이 되었다. 프랑스 군함이 한

2한강교(양화대교)가 가설되기는 했지만 이 다리는 전쟁이

강을 따라 한양 턱밑까지 쳐들어온 병인양요 이후 열강들이

났을 때 군사작전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서울 시민은 전쟁

무력 도발을 강행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여기에 일제는 한

이 났을 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했고, 그것이

술 더 떠 경제 수탈과 침략을 위해 수로의 기능을 최대한 이

1966년 1월에 착공한 제3한강교다.

용했다. 1888년 최초로 증기선을 띄워 상권 확보에 나섰으

당시 평양 대동강 다리보다 1m라도 더 넓어야 한다는 방침

며,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군용선으로 징발, 병력 이

에 따라 당시로선 과한 6차선으로 설계했다. 엎친 데 덮친

동과 군수품 수송에 이용했다. 한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인

격으로 1968년 북한 간첩 김신조가 내려와 총격전을 벌이면

한강철교(1900년)도 미국인 제임스 모스가 따낸 경인철도

서 ‘빨갱이’ 불안감이 온 나라를 휩쓸자 서울 상류층은 강남

부설권을 일본이 인수해 완공시켰다. 이로써 인천에서 노량

으로 속속 이주했다. 강남은 이런 안보 위기감 속에서 급속

진까지 놓인 경인철도가 한강철교에 의해 서울역까지 연결

하게 개발됐고, 한남동과 강남, 영동을 연결하면서 경부고

되었고 수탈과 침략이 고속으로 진행되었다.

속도로로 이어져 강남 신화의 초석이 되었다.

4

20

수탈과 침략의 물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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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된 밤섬이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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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이야기

추천! 당일 템플 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간단한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므로 홍보
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일 템플 스테이 프로
그램은 사찰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찰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찰 문화 미리 보기
당일 템플 스테이

PM 2:00

PM 3:00

사찰 탐방 사찰에 도착해 가장 먼저 사찰을 둘러본다. 진행자가 사찰

지화 만들기 지화는 한지를 천연 염색해 만든 꽃으로 사찰에서 각종

의 역사를 소개하고 조계사에 모신 세 부처님과 석탑에 대해 상세히

의례에 사용한다. 참가자들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재

설명해준다. 사찰 탐방의 묘미는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

료를 풀로 붙이는 간단한 활동으로 지화를 만든다. 손을 움직이며 꽃

물’을 눈앞에서 감상하는 것. 북(법고), 종(범종), 물고기(목어), 구름(운

을 만드는 동안 몸과 마음을 정돈할 수 있다.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쉬운 계절, 여름.

판)의 사물에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

이럴 땐 충분한 휴식으로 심신의 건강을

다고 한다.

길상사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깃든 길상사는 ‘도심 속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당일 체험 여행’을 주제로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8배와 참선, 스님과의 대화로
구성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남짓. ‘짧고 굵게’ 불교 문화와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성인·대학생은 1만 원,
중·고등학생은 5,000원이다. 문의 02-3672-5945

회복해야 한다. 당일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어떨까?

고요한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템
플 스테이. 하룻밤 정도 묵으며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하면

PM 3:50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은 그마저도 시간이 여의치 않는 경우

다담 전통 다도 선생님의

가 대부분이다. 이럴 땐 당일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활용

다도 시연 과정을 지켜보

하는 것이 좋은 방법. 두세 시간 걸리는 간단한 활동을 해볼

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 있고, 사찰에 따라 공양과 예불, 참선 등도 짧은 시간 내

다담도 체험한다. 비록 짧

보는 당일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서울의 중심에서 힐링, 조계사
사찰을 둘러보고 한두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

PM 2:20

을 벗어난 2시간이 꿈결처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스님의 설명에 따라 ‘자기 성찰 놀이’를 진행
한다. 자기 성찰 놀이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 “당신은 누구입니
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돌
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나는 달콤한 케이크입니다”, “나의 소원

가지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보통 2~3시

은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대답하는 것이 핵심.
같은 질문을 다섯 번씩 반복하는 사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
엇인지 깨닫게 된다.

청소년 1만5,000원이다.
22

을 마무리하면 바쁜 일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음전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10분 정도

가자가 취향에 따라 다담이나 연꽃 및 지화 만들기 등 여러

간이며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비용은 성인 3만 원,

음으로 차를 마시며 체험

영상 시청 및 자기 성찰 놀이 사찰 탐방을 마친 참가자들은 템플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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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현욱 사진 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에 체험할 수 있다. 여름맞이 기획 기사 2탄은 ‘짧고 굵게’ 맛

은 시간이지만 평온한 마

럼 느껴질 듯.

국제선센터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국제선센터.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당일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찰의 예절을 배우고 연등 및 염주 만들기,
소금 만다라 그리기 등을 체험한 다음 저녁 공양을 하며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 문의 02-2650-2213

조계사 추천 프로그램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 스테이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조계사의 야경을 감상하며 야외에서 지화 만들기, 차 시음 및 다식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 맛있는 템플 스테이 공양만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찰 음식 전문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스님과 다담도 나눈다.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2만 원. 참가를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사찰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 종로구 우정국로 55 문의 02-768-8660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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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의
발견

비타민까지 충전! 과일 빙수
생과일을 아낌없이 넣어 만든 과일 빙수는 무더위를 날리는 데 제격이다.
새콤달콤한 과일이 떨어진 입맛을 돋우고, 빙수 한 그릇이면 일일 비타민 섭취 권장량을 족히 충족할 듯.

수박 빙수

래핑폭스

laughing fox

이미
imi

자몽 빙수로 유명한 ‘래핑폭스’. 이곳의 자몽

이곳의 오렌지 빙수는 마치 카푸치노처럼 풍

빙수는 자몽 특유의 쓴맛이 없어 특히 인기

성한 거품을 자랑한다. 거품의 실체는 다름

있다. 자몽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손으로 속

아닌 생크림. 여느 빙수와 달리 섞지 않고 떠

껍질을 일일이 벗기고 과육만 사용한다. 얼음

먹어야 이름처럼 크리미 오렌지 빙수를 즐길

또한 특별한데, 직접 만든 자몽청과 자몽 주

수 있다. 얼음에 오렌지 콩포트를 곁들이고

스를 곁들이기 때문에 자몽을 통째로 섭취하

토핑으로 오렌지 필을 뿌려 달콤한 맛이 별미

는 셈이다. 가격은 1만2,000원이다.

다. 외국인 손님도 많이 찾는 메뉴.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11나길 5

1인용 6,500원, 2인용 1만2,000원.

문의 070-4139-5225

주소 마포구 동교로25길 7
문의 02-6368-5228
크리미 오렌지 빙수

자몽 빙수

‘부빙’의 팥빙수

어른도 반한
얼음과자

딸기 빙수

부빙

boobing

아이스크림과 팥빙수가 대표하던 여름 간식이 진화하고 있다.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은 물론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맛으로 요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 과일을 비롯해
글 남현욱 사진 홍하얀

몸에 이로운 재료로 만들어 설탕 덩어리라는 오명도 벗었다.
눈으로 보면 그 맛이 궁금해지는 8월호 ‘취향의 발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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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형제

the reverse brothers

부암동에 위치한 ‘부빙’의 상호는 부암동 빙

‘반전형제’의 수박 빙수는 3~4kg짜리 수박

수집의 줄임말이다.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반 통을 사용한다. 씨를 하나하나 골라낸 다

빙수를 선보이는 이 집은 대표 메뉴인 딸기

음 수박으로 셔벗을 만드는데, 아이스크림처

빙수를 비롯해 서른 가지가 넘는 빙수를 판매

럼 부드러운 셔벗이 빙수 맛의 일등 공신. 과

했다. 올여름에는 자두 빙수와 복숭아 빙수를

일이 신선하지 않으면 빙수를 만들지 않을 정

선보이고, 인기 메뉴인 블루 레몬 빙수도 다

도로 과일 맛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럽

시금 판매한다. 모든 빙수는 일본식 빙수로,

대신 직접 만든 과일청을 넣어 단맛을 내는

섞지 말고 떠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다. 딸

점도 인기 요인이다. 멜론 빙수와 파인애플

기 빙수는 1인용 1만 원.

빙수도 인기이며 가격은 각각 1만5,000원.

주소 종로구 창의문로 136

주소 용산구 회나무로 28

문의 02-394-8288

문의 02-798-3892
25

바닐라, 초콜릿, 딸기 맛의 3색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만. 생각도 못 한 맛이 속속 등장하는 건

요리가 된 아이스크림

펠앤콜

FELL+COLE

blackburns

아마파송

비스토핑

à MA FAçON

BISTOPPING

르타오

몰리스팝스

LeTAO

molly’s pops

2011년 문을 연 ‘펠앤콜’은 프랜차이즈 아이

아이스크림이 검은색이면 보통 초콜릿 맛

‘아마파송’은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다’라는

아이스크림을 장식하는 토핑의 패러다임을

‘르타오’는 홋카이도산 치즈 케이크 ‘프로마

와인 딸기, 자몽 샴페인, 에딩거 맥주 등 유

스크림 가게를 제외하고 아이스크림 전문

을 떠올리게 마련. 하지만 이곳의 블랙 아이

의미로, 이 집에서는 개성이 묻어나는 독특

콘 역시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전환한 곳.

주’가 대표 메뉴인 디저트 전문점이다. 프로

독 ‘19금’ 메뉴가 많은 ‘몰리스팝스’는 어른

점이 거의 없던 시절부터 마니아들에게 제

스크림은 블랙 푸드로 만든다. 상하목장 우

한 아이스크림을 만날 수 있다. 소프트아이

직접 만든 와플 콘을 초콜릿, 시리얼 등으로

마주 조각을 올린 소프트아이스크림이 별

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추구

대로 ‘골라 먹는 재미’를 선사한 곳이다. 깻

유 아이스크림에 검은콩, 검은깨 등 몸에 이

스크림의 원료부터 직접 만들고, 아이스크

장식하고 아이스크림은 직접 구운 쿠키로

미. 영국 왕실 우유인 저지 밀크로 만들어

한다. 상호에 걸맞게 모든 아이스크림이 막

잎, 막걸리, 된장 등 디저트에 보통 사용하

로운 검은 곡물을 섞어 고소한 맛이 일품.

림은 마치 전문 디저트처럼 보는 재미까지

꾸민다. 콘부터 장식 쿠키까지 취향대로 선

우유 본연의 맛이 풍부하게 살아 있다. 여기

대 사탕 모양인 점도 특징. 자몽, 수박, 복숭

지 않는 식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이

빨간색 콘에 검은색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살렸다. 가령 8월부터 판매하는 신메뉴 트

택할 수 있어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에 마스카포네, 크림, 고다 등 다섯 가지 치

아 등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다양해 온

특징. 아이스크림도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대

올린 모양새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긴다.

러플은 트러플 초콜릿을 형상화한 모양에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격은 토핑에 따라

즈를 섞은 제품은 치즈 마니아에게 특히 인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가격은 4,000원

표의 철학을 증명하듯 재료 본연의 맛이 잘

가격은 3,500원.

바나나 캐러멜 크림을 곁들여 요리 못지않

다른데 보통 8,000원대.

기가 많다.

이다.

살아 있다. 싱글 콘·컵은 5,000~5,500원.

주소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29

은 아이스크림이다. 가격은 6,000원대.

주소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8

주소 강남구 압구정로18길 31

주소 마포구 와우산로29바길 9

주소 마포구 와우산로 39-21

문의 02-393-9077

주소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46

문의 070-7792-0409

문의 070-4278-8744

문의 070-4300-3045

문의 070-4411-1434

26

블랙번즈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듯이 눈으로 보는 맛 역시 뛰어나다.

문의 010-897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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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가

시민의 목소리
1.8×1.8×5.2m,
청동, 사운드
(스피커 8개, 마이크 1개),
2017

치유와 위안을 담다
설치미술가 김승영

김승영 작가가 스피커를 이용해 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을 받았어요. 주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를

아니다. 그는 1999년 뉴욕 MoMA P.S.1 레지던시 프로그램

떠올렸죠.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 안에 다양한 목

에 1년간 참여하면서 150여 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다양

소리가 담기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도시의 일상을 이루고

한 문화를 접하고 또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바벨탑’을

역사를 만들지요. 그래서 서울광장의 주인공인 목소리를

떠올렸고, 스피커를 오브제로 선택했다. 다양하고 시끄럽고

스피커에 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늘’의

‘시민의 목소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세 작품을 놓

이다.

첫 번째 작품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광장에

고 한 달간 진행한 시민 투표에서 전체 6,000표 중 48.7%를

처음에는 스피커의 다양성을 주목했다. 모양도 크기도 재

전시되고 있다. 작품을 만든 김승영 작가는

득표해 최종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 설치미술가 김승영 작

질도 만든 회사도 사용한 사람에 따라 음량도 모두 다 다른

“이 작품이 시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의 작품이다. 200여 개의 청동 스피커 모형으로 5.2m 높

스피커. 그러다 ‘버려짐’에 다다랐다. 아직 쓸 만한데 첨단 기

인정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의 탑을 쌓고, 그 안에 8개의 실제 스피커와 마이크를 넣

술에 밀려 버려지는 스피커에 소리를 담자 쓸모없는 고물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어 소리를 담았다. 소리는 사운드 디자이너 오윤석 교수(계

아닌 거대한 생명체로 부활했다.

원예술대)가 서울 곳곳의 배경 소리와 서울에서는 듣기 힘

2008년 ‘벽’을 시작으로 ‘Tower’, ‘문화역서울 284’, ‘공사 중

든 자연의 소리 등을 채집하고 편집했다.

인 평화의 탑’ 등 현재까지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스

‘시민의 목소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답게 시민들도 참여할

피커를 2,000개 정도 모으면 다양한 국가, 인종, 언어를 상

수 있다. 타워 앞에 설치된 마이크에 목소리를 녹음하면 다

징하는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한 배경 소리와 실시간으로 섞여 타워 안에 설치한 스피커

스피커의 이러한 부활은 평소 삶, 사람, 소통에 대해 진중하

를 통해 재생된다.

게 고민하는 작가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

글 이정은 사진 홍하얀 작품 사진 김승영

28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작품을 출품해보라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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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흔적, 소통,
치유를 이야기하다

Flag 가변 크기, 파란 방, 바람, 소금, 깃발, 2015

의자 46×48×93cm, 2011

슬픔 88×42×50cm, 청동, 2016

할렘 종이비행기 프로젝트
perfomence_Harlem, New York, 2000

소통하는 공간이 피스 에어포트
포장마차를 하던 어머니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앉았던 의자를 재해석해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의자로 만든 ‘의자’, 슬픔과 고뇌가 가득한
반가사유상 ‘슬픔’, 쇠사슬과 일렁이는 수면으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성찰’ 등 대부분
의 작품에는 고단한 삶과 이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성찰 가변 크기, 글자를 새긴 낡은 벽돌, 물, 쇠사슬, 철, 모터 장치, 2016

뉴욕 MoMA P.S.1 레지던시 당시, 선입견 때문
에 한참 후에 찾은 뉴욕 할렘가는 생각보다 활
기차고 재미있었다. 얼마 후 다시 그곳을 찾아가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점자가 인쇄
된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렸다. 그것을 보고 아
이들이 다가왔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비
행기를 접어 날렸다. 한 행인이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었고, 누군가가 “여기는 피스 에어포트

165cm 높이의 평화
스테인리스스틸, 2005

바다 위의 소풍
with Murai, Hironori, 2002

(peace airport)예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시민의 목소리’는 올해 12월까지 서울광장에 전
시된다. 작가의 염원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서로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쌓
은 담을 허문다면 ‘서울광장’이 곧 ‘피스 에어포
트’가 되지 않을까. 물과 불을 소재로 한 김승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오는 9월 김종영미술관
에서 만나볼 수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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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평행 이론

서울의 중흥기,
파리의 혼란기

에는 물건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행
사하며 저항(?)했으나, 난전 상인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앙 권력층과 결탁해 금난전권 폐지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 결
과가 신해통공인 것이다. 왕실에 필요한 물건과 함께 나랏일에
필요한 경비까지 세금으로 내야 했던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유지

서울

되었으나, 이미 난전은 시전을 압도한 상황이었다. 칠패와 이현

서울, 상공업 도시로 나아가다

을 넘어 도성 내 큰 거리마다 난전이 생겨났다. 그야말로 ‘난전의

1791년. 조선의 정조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

권(禁亂廛權)을 폐지했다. 이 조치는 신해년에 이루어졌다 하여

라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양은 명실상부한 상공업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부른다. 정조의 할아버지이자 ‘영·정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조 르네상스’의 문을 연 영조가 청계천 준설을 마무리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영조의 청계천 준설이 양란 이후 한양의 중흥기

32

프랑스

을 위한 규제 철폐 정책이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

시민이 주축이 된 프랑스혁명

하면서 산업이 발달해 한양은 중흥기를 맞이했다.

서울이 중흥기를 맞이할 무렵, 프랑스 파리는 극심한 혼란기를

금난전권이란 이름 그대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다. 시전이

지나고 있었다. 신해통공을 시행하기 딱 2년 전, 그 유명한 프랑

국가 공인 상점이라면, 난전은 무허가 상점이라 할 수 있다. 정

스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

확하게는 숙종 32년(170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전안(廛案: 시

지!”라는 왕비의 말에 흥분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해

전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점을 난전이라 불렀다. 왕실은 시전

버렸다. 훗날 이 말은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미워하던 사람들

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한양 도성 안과 성저십리

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음이 밝혀졌으나, 혁명은 이미 파리를

(城底十里: 도성 아래 10리까지의 지역)까지 난전의 활동을 규제

집어삼키고 말았다. 조선의 난전 상인들이 만세를 부른 신해년

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주었다. 이 금난전권은 난전이 시전을 위

(1791년), 혁명 세력을 피해 처가인 오스트리아로 도망치려던 루

협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17세기 이후 한양

이 16세 부부가 체포되었다. 파리 시민들이 주축인 프랑스혁명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종로의 시전 상가 이외에도

군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2년 뒤,

남대문 밖의 칠패와 동대문 근처의 이현 등에 대규모 난전이 들

한때 절대 권력을 누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어섰다. 특히 어물전으로 유명하던 칠패의 난전 상인들은 한양

이슬로 사라졌다. 서울의 중흥과 파리의 혼란. 아쉽게도 두 도시

으로 들어오는 해산물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점해서 시전 어물전

의 역사는 곧 반전을 맞이한다.
au gu st 201 7

서울을 가지세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돈의문박물관마을과
DDP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골목 문화와 한옥 등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글 구완회(작가) 일러스트 조성흠

를 여는 인프라 사업이었다면, 신해통공은 서울의 상공업 발달

마을 전체가 살아 있는 역사이니 한 번쯤 방문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로 거듭날 서울 소식과 함께
출퇴근을 위한 다람쥐 버스, 공익 제보자를 위한 안심변호사 등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담았습니다.
lo ve.s eo u l.g 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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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현장 프로젝트’는 생산
도시(도심 제조업), 식량도시(물, 식량), 똑똑한 보행도시(
보행 환경)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생산도시’는 서울의 도심 제조업 현장을 재조명하는 프로
젝트로, 을지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전시와 워크숍 등을 진
행한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세운상가에서는 건축가, 메이
커, 엔지니어, 시민이 함께 하는 ‘신제조업 워크숍’을 마련
한다. 기존 제조업 기술에 로봇 팔 등 새로운 기술을 사용
해 건축 또는 디자인 모형을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
며, 참여작가의 워크숍에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식량도시’는 물 부족 현상, 도시 농업, 일회용품 사용 같
은 다양한 도시 환경·자원·식량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새
로운 대안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문을 여는 ‘비엔날레 카페’와 ‘비엔날

도시 건축의 미래
공유도시에서 찾다

레 식당’이 대표적이다.
‘똑똑한 보행도시’는 걷는 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현장 프로젝트다.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 이동 수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돈의문, 종로, 을지로, 세운상가,

도시 건축 분야의 세계적 학술‧전시 축제가 될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이

DDP 일대에서 열린다. 보행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2일(토)부터 11월 5일(일)까지

를 뇌파 감지를 통해 측정해 걷기 좋은 길을 제안하는 ‘뇌

65일 동안 이어질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공유도시’를 주제로 돈의문박물관마을과

파산책’ 프로그램과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기존 공간을 색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종로‧을지로‧동대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다르게 인지해 보는 ‘플레이어블 시티’ 등이 눈길을 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www.seoulbiennale.org
50여 개 도시, 서울대·MIT·게이오대 등 세계 30개 대학, 영국문화
원·유럽문화원연합(Eunic)·인코센터(인도한국문화원) 등 120여 개
관련 기관이 참가해 도시 문제에 대한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개막일인 9월 2일(토)
하루는 무료로 개방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주제전’, DDP ‘도시전’ 등 주목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열리는 ‘주제전’은 공유도시의 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서울 곳곳에서 펼

왜 도시건축비엔날레인가? 급속한 성장으로 여러 가지 문

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24개국 40여 개 팀의 개별 프로젝

쳐진다. 국내외 대학‧대학원을 연계해 비엔날레 주제에 대

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은 현재 무분별한 개발 대신 인간

트 전시로 꾸며진다. 근현대 골목과 한옥 등을 보존하기

해 공동 디자인 리서치를 진행하는 ‘국제스튜디오’, 도시·

중심의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위해 종로구 송월길 일대에 조성한 돈의문박물관마을이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인쇄물과 시각 자료를 제공하는

이에 ‘공유도시’를 주제로 도시 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 장소로 첫선을 보인다.

‘공유도서관’ 및 영화 상영, 투어 프로그램, 강연‧워크숍

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9월 2일(토)부터 시작

DDP에서 열리는 ‘도시전’은 베이징, 런던, 빈 등 세계 50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된다. 네 가지 공유자원(공기, 물, 불, 땅)과 다섯 가지 공

개 도시의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각 도시가 지향하는 공

개막 전까지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미리 만나보

유양식(만들기, 움직이기, 소통하기, 감지하기, 다시 쓰기)

통 가치를 엿볼 수 있다.

고 싶다면 시민 대상 무료 강좌를 신청해 보자. 어렵게 느

으로 구성한 ‘공유도시론’을 제안하고, 새로운 도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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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서관, 영화 상영, 투어 프로그램 등 풍성

의 패러다임을 탐색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는 아홉 가지 공

서울 곳곳에서 공유도시 실험하는 ‘현장 프로젝트’

유요소를 다루는 ‘주제전’과 세계 각 도시의 공공 프로젝

세운상가, 을지로 공구 상가, 창신동 봉제 작업장 등 서울

트를 엿볼 수 있는 ‘도시전’,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공유도시 실험을 진행하는 ‘현장 프로젝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다.

트’도 주목하자.
au gu st 201 7

글 한해아 일러스트 조성흠

껴지는 도시 건축을 쉽게 설명해주는 ‘교양 강좌’와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다룰 주제들을 소개하는 ‘주제 강
연’으로 구성했다. 시민 대상 무료 강좌는 DDP 디자인나
눔관(살림터 3층)에서 진행하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8월 12일(토)까지 얼리버드 티켓도 판매한다. 9,000원 하는 성인 입
장권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군경은 3,000원, 어린이
는 2,000원에 각각 구매 가능하다. 얼리버드 티켓은 서울도시건축비
엔날레 홈페이지(seoulbiennale.org)와 티켓링크, 위메프, 티켓몬스
터,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문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02-2096-0108

비엔날레 카페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대나무 펄프 컵과
빨대 같은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다. 물 부족 지역에
최적화한 베두인차, 도시 양봉으로 수확한 꿀로 만든 꿀차,
태양광으로 구운 사과빵 등을 판매한다.
비엔날레 식당 매주 인체와 유기농산물, 식량 유통 및
음식물 재활용, 기후변화와 자연농법 등을 주제로 음식
만들기부터 시식, 음식 관련 토론에도 참여해보는 주제별
디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lo ve.s eo u l.g 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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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4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 큐레이터로 참여했으며
알레한드로 자에라 - 폴로 미국 프리스턴 대 교수와 함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 총감독으로 임명됐다.

Q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차별

로 재편되면서 대량생산하던 공장이 없어지고, 경제적 불평

화할 생각인가?

등과 갈등이 심화됐다. 도시 제조업이 단순한 3D 업종이 아

기존 비엔날레는 전문가나 예술가들의 고유한 작품이나 작

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한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업 중심이다. 건축 비엔날레 역시 건축가 중심이다. 이에 반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성

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세

공한 것이라 생각한다. 식량도시는 도시 농업과 환경문제를

계가 공통으로 겪는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다루며, 비엔날레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다.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수평적 거버넌스,

예를 들면 도시 양봉을 다루면서 서울에서 양봉한 꿀로 만

경제민주화 정책,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과 맥

든 차를 판매한다든지, ‘참치의 날’ 등 주제를 정해서 해산

락을 같이한다. 환경과 사회경제의 미래를 비엔날레를 통해

물의 유통 경로 등을 체험하고, 유명 셰프의 요리도 맛볼 수

Q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어떤

모색해보려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작품과 프

있게 하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똑똑한 보

프로젝트인가?

로젝트뿐 아니라, 작품을 뛰어넘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

행도시 프로젝트도 뇌파 산책 프로그램 등 흥미로운 시민

최근 건축 전시와 관련한 문화 행

하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를 ‘공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다.

사가 많이 생겼다. 사회·문화·경

유도시’로 선택했다.

제가 발전하면서 건축이 개발 시

“서울의 도시 실험
함께 참여하는 축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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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의문박물관마을과 DDP 등 전시 공간 활용 계획은?

대 건설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 삶

Q 서울이라는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의 문화적 바탕이자, 그릇으로 인

생각하는가?

(DDP)는 전통적 전시 갤러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근현대

식되기 시작했다. 기술이나 관료

도시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다. 우선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골목과 한옥 등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하는 돈의문박물관마

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맞닿

지구온난화 등 인류 문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서울도시

을은 공간이 지니는 의미 자체가 이번 비엔날레 기획에 큰 영

은 것,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으

건축비엔날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

향을 미쳤다. 또 다른 비엔날레와 차별화되는 공간적 특성

로서 건축에 관심이 높아졌다. 현

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본다. 공기, 물, 불, 땅 등 자원

은 도시 비엔날레가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창신동,

재 세계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에

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등 환경문제를 의식하게 하고, 도

동대문, 세운상가, 을지로 등이 프로젝트 대상 공간이 된다.

등록된 비엔날레만 해도 230여 개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될

에 이른다. 세계 어디선가 비엔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당면한 또 다른 도시문제는 경제

Q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기대하는 바는?

레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

적 양극화다.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중산층

현재 참여 작가의 3분의 2 정도가 해외 작가이며 해외 도시

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하는 서울

이 무너지고 있다. 청년 실업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었다.

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모든 도시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의도가 명확

사회의 생명력은 희망이다. 근대화를 이끈 동력도 잘살 수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외 건축계에서는 서울도시건축비

해야 한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

엔날레가 새로운 도시 비엔날레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레는 기존 비엔날레와 형식과 정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비엔날

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딱딱한

신을 공유한다. 2년마다 개최하는

레 현장 프로젝트 중 생산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양극

학술 행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재미있게 노는 축제

화를 해결할 가능성을 탐색해볼 계획이다.

의 장도 아니다. 이 점이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어려

2,000년 역사의 도시이자 1,000만 인구를 품은

세계적 행사로 동시대 문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대도시로 급성장한 서울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고

한다는 비엔날레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 다만 도시건축비

있다.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환경 위기와

엔날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만의 독

Q 서울의 이슈를 실제 공간에서 다루는 현장 프로젝트는 어

만날 수 있으며, 도시 공간과 교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의

창적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베니스건축비

떻게 진행하나?

이다. 비엔날레는 감독, 큐레이터, 작가, 시민, 기관과 사무

미래를 보여준다.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엔날레 한국관 큐레이터로 참여해 세계적인 상도 받고, 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는 생산도시, 식량도

국 등 다양한 주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성공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 총감독

형 전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감독직을 맡겨준 게 아닌가

시, 똑똑한 보행도시 이 세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이

수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건축도시 서울의 위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를 만났다.

싶어 책임감이 무겁다.

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시대

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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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해아 사진 문덕관

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전시 형식과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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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시
서울

확인하며 CCTV 영상으로 주변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전화 연
결’을 터치하면 관련 담당자와 화상 통화
를 할 수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신속
하게 전달받는다.
대기 질, 상수도 수질 상태, 물가 정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실시간 도시 현황과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 SNS 등 민원 창
구로 접수된 여론도 한 화면에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또 다른 장점. 그뿐 아니라 서울시 각 부
서의 현황 보고도 디지털 시민시장실에서
화상 통화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절차는
줄이고 행정 효율성은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 관련 정보를 총망라해 디지털로 구축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도시가 ‘스마트’해진다

구,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

전 대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별했다. 이를 위해 분석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전의 데이터가 단순한 수

한 빅 데이터가 1,400억 건에 이를 정도다. 최근 운행을 시

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빅 데이터는 문자와 영상, 위치

작한 다람쥐 버스의 운행 구간 선정 역시 빅 데이터 분석이

를 포함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SNS에 남긴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일

문자와 영상, 주고받은 이메일, 도로와 건물의 CCTV 영상

은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등 개개인의 생활이 모두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는 것. 이러

서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한 빅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위치 정보,

‘스마트’한 서울,
디지털 시민시장실

지난 6월 선보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의 빅 데이터

심지어 생각과 의견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빅 데이터 활용

를 한곳에 모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주목

이 필요한 정보의 기반이 되는 것.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등

디지털 시민시장실 한눈에 보기

받는다. 교통 상황부터 재난 상황까지 서울의 모든 현황을

장하게 된 이유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한눈에 보는 서울’, ‘실시간 도시 현황’,

스크린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화면을 터치하거나 음성 명

2013년에 도입해 시민의 환호를 받은 심야 전용 버스 ‘올빼

‘여론동향’, ‘주요사업’, ‘시정 현황’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바야흐로 빅 데이터 시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령 또는 행동으로 발 빠른 대처도 가능하다.

미 버스’. 그해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올라 높은 인기
를 뒷받침했다. 이용자가 많을 만한 노선을 예측하고 선정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주목받는 이유다.

서울시 정보 총망라, 디지털 시민시장실

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30억 건에 달하는 통화량을 분

대기 환경, 상수도, 주요 사업, 창업 생태계 등 6개 분야로 파악한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의 행정 빅 데이터와 CCTV 영

석하고 활용한 덕택이다. 시민이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하

② 실시간 도시 현황 재난, 화재, 구조, 구급 실시간 현황을 숫자로

상 정보, 120 다산콜센터 민원 창구의 데이터까지 총망라해

면서 남긴 데이터로 야근이 잦은 직장인 밀집 지역 등을 분

디지털로 구축했다. 가장 큰 장점은 화재, 재난, 사고 등을

석하고, 실제 수요가 많은 곳을 파악한 것. 교통 약자를 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통제하거

한 교통사고 분석,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 분석, 노인 여

④ 주요사업 ‘서울로 7017’, ‘다시세운 프로젝트’ 등 서울시 26개

생하면 지도에 빨간색으로 위치가 뜬다. 화면상에 ‘구조’ 아
이콘을 터치하면 발생 일시, 정확한 주소, 출동 상황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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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현욱 사진 나영완

잘 추려내면 원하는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나 지시함으로써 대응 기동성을 높이는 것. 가령 화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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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통계데이터담당관 02-2133-4274

가 복지시설 입지 선정 등도 빅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한 사
례다. 가령 교통사고 분석의 경우 교통사고 내역에서 사고
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을 확인한 뒤 그 지역의 유동 인
lo ve.s eo u l.g o .kr

① 한눈에 보는 서울 서울 전역을 지도로 표시해 재난, 교통 상황,

보여주고 통합대기환경지수, 날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③ 여론동향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 등 민원 창구로 접수된 여론을

주요사업의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정 현황 ‘따뜻한’, ‘안전한’, ‘꿈꾸는’, ‘숨쉬는’, ‘열린’ 등
5개 테마로 나누어 가령 ‘안전한’ 테마에서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
연령대별 사고 현황 등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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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가 있어
더위가 두렵지 않다
날이 갈수록 여름 더위가 극성이다. 올해 들어 폭염 특보도 여러 번 발령됐다.
생활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에는 특히 힘든 계절이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마련해 서울 시민의 더위 식히기에 나섰다.

여의도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전기료 걱정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틀

드물어 더욱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 못해 작년에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주민센터 이외에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

무더위쉼터 덕분에 전기료는 아끼고 더위는 피할

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만들었어요.

수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동주민센터를 자주 찾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주민 누구나 눈치 보지 않

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 친해져 우리 동네에 애착

고 쉬어 갈 수 있죠.”

도 갖게 됐어요.” 홍제3동 주민 김지영 씨는 아이들을 학교

홍제3동 주민센터에 마련한 무더위쉼터.

“동주민센터가 가까워졌어요.”

홍제3동은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외에 은행 3곳도 무더위쉼

에 보낸 후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는 대로 주민센터로 ‘출

터로 지정했다. 무더위쉼터에는 냉방기 등 필요한 물품을 제

근’한다. 날이 뜨거워지기 전 동주민센터 내에 마련된 무더위

공하고 수시로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홍제3동 주

쉼터를 찾아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센터처럼 25개 자치구에 모두 3,3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이곳은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홍삼카페’가 인기다.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란 폭염 기간에 어르신과 취약 계

작년에 찾동이 시작되면서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마련된 주

층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냉

민공간으로, 가격은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되는데 음료의 질

방 시설을 갖춘 주거지 인근의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은 웬만한 카페 못지않다. 홍제3동 주민센터의 송아름 주무

등이 대상이며, 어르신이나 취약 계층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

관은 동네에 카페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모임을 할 공간이

용할 수 있다.

“책도 읽고 더위도 식히고 최고죠.”

이봉숙(영등포구 신길7동)

박한결, 박온유(영등포구 여의도동)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져요.
무척 친절해졌거든요. 전에는 동주민센터가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졌는데 무더위쉼터에 자주 들르다 보니
아주 가깝게 느껴져 좋아요.

여의도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어 자주 오는데, 바로
앞에 무더위쉼터를 만들어놓으니 책 읽기에 더 좋아요.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하루 중 제일 더운 시간에 무더위쉼터에서 아이들과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최고예요.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찾동’ 전담 공무원이 생겨요
8월말부터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이 생긴다. 서울시 복
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터 행정 서비스까지 전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2015년 7월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올해로 342개 동까지 확대됐다. 내년
까지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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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

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해 집주소만 입력하면 내 전담 공무원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까

“어떤 민원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김에덴 주무관(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

이경복(서대문구 홍제3동)

동주민센터의 전담 공무원을 찾으시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전담 공무원이 주민의 민원을 상담한 후
동주민센터가 합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어디에 상담할 지 고민하지 마시고
전담 공무원을 찾아주세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에어컨도 수시로 점검해주어
올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
일자리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후원 물품도 받을 수 있어
경로당 무더위쉼터가 갈수록 인기예요.

lo ve.s eo u l.g 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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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활용 백서

이웃 사이 분쟁과 갈등

이웃 간 갈등 해결사!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해결하세요!
사례 1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반려동물 관련 문제 등 이웃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웃 간 갈등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성동구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련했다.

A 씨는 늦은 밤과 새벽에 B 씨 집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한 정명기 씨

힘들어했다. 조정 결과 B 씨는 A 씨가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다는 점을 이해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담배

“그동안 이웃이 갈등을 겪

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웃 간 갈등을 전문가가

험은 있지만, 전문가가 아

무료로 상담·조정해주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사례 2

지난 해 6월 문을 연 이래 이웃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을 주민

간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분쟁과

자율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을 3개
A 씨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는 윗

갈등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B 씨 때문에 밤늦은 시간부터 새

해결하는 공적 중재자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명기

벽까지 개 짖는 소리, 악취로 인한 파

해오고 있다.

씨는 평소에도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리·모기 등으로 고통받았고, 강아지

분쟁 조정은 ‘신청→사전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분서

소변 때문에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떨

상담→조정→종료’ 절차로

주했다고 한다.

어진다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진행되며, 방문과 전화를 통해

“잘못 주차한 차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도움을 요청했다. 조정 결과 누수 전

신청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주차해달라고 부탁드려

문가가 누수의 원인을 규명했고, A 씨

접수와 ‘사전 상담’은 관련 연구소

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은

와 B 씨는 조정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

등에서 다년간 상담·조정 활동

없는지 여쭤보는 것도 습관이 됐지요.”

했다.

경험이 있는 전문 상담원(3인)이

월여 동안 듣고 나니 이웃 간 갈등이 있을 때 더욱

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웃 얼굴도 모르는 채 살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졌다. 성동구 왕십리2동
주민센터는 지난 5월 26일부터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주

수료한 이들은 모두 정명기 씨처럼 평상시 마을의

민이 직접 이웃 간 화해와 소통 전문가로 나서는 것이다.

문제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왔던 이웃들이다. 특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례 3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호사,

히 이번 양성 과정이 좋았던 점은 생생한 사례 위주

변리사, 조정 전문가 등 31명으로

교육과 마치 실전처럼 역할극을 하는 등 실제 갈등

구성한 조정위원 가운데 해당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모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이제 이웃 간 갈등이 생기면 더 용기를 내서 중재할

A 씨는 낮 시간에 들리는 피아노 소음

사건에 적합한 2명의 위원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마을 주민자율 조정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

때문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음의 원

진행한다. 서소문청사 1층에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인이던 이웃 B 씨가 찾아와 자녀의 심

마련한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참 아쉽습니다.”

리 치료 목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필요한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내 풀뿌리 주민자율조정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이번 양성 과정은

정명기 씨는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

있으며,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양

가능하다.

왕십리2동 주민센터, 성동구,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의 행정 지원, 서

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만나면 ‘식사하셨나요?’ 하

해해달라며 최대한 조심할 것을 약속

고 인사부터 하면 어떨까요? 이름만 알고 지내도 싸

했다. 이후 A 씨는 상황을 이해하게

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가 교육 내용을 전담하는 민관 협치의 좋

울 일이 없고, 마주 보고 먼저 인사하면 갈등도 사라

은 사례다. 성동구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주민자율조정센터를 확대

지지요. 이웃끼리 더 배려해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를 만들고 싶습니다.”
au gu st 201 7

글 한해아 사진 문덕관

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2

진행한다.

이번에 함께 마을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을

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을 배출했다. 동네 주

강종식 동장은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나서서 대

층간 소음, 주차, 쓰레기 투기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을 때 나서서 중재해본 경
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예전에는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면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하곤 했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도움 받으려면

됐다며 조정 신청을 취소했다.

접수 및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금요일 운영, 휴일 제외)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1·12번 출구)
문의 02-2133-1380~1

안심변호사

서울 현장 속으로

공익 제보는
시민의 권리!
안심변호사는 공익 제보 관련 상담과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알아보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 신고, 제보자 보호까지
밀착 지원한다. 제보자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 확대 등을 발표한 1단계 ‘노동존중특별시 2016’에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소나 경비 등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근본 대책을 제시한 것.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고발과 소송,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투명하고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labor.seoul.go.kr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로
가는 일곱 걸음

사회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한 선택

지난 7월 17일,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총 7개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성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는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위촉된 이상대 안심변호사는 흥사단 공익 신고 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검사로 재직한 20년 동안 소년범 500여
명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멘토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
이상대 변호사

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

1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 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구체적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무엇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한다. 단기적
으로 필요 인력만 채용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 인력 등으로 한정한다.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3

심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법조
봉사대상을 받았다.

2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이 갈수록 중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

안심변호사, 공익 제보자 밀착 지원

과 공정한 법적 절차, 그리고 제보자의 인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

2013년 8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조인으로 일한 25년 동안 쌓은 경험과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소관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책임감, 그리고 상담 지식과 경험을 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 등 공익 제보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

대한 살려 앞으로 2년 동안 안심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

출을 우려하는 공익 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다.” 이상대 안심변호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 1만 원대 추진해요(’19년)

생계를 넘어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 수준을
1만 원대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 채용 근로자,
민간 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또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4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익 제보 관련 법률 상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 인근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전태일기념관을
비롯해 노동단체 공유 업무 공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자를 위한 5대 시설을
마련한다.

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 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개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 제보 분야별로 전문 상
담 변호사를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며 명칭 또한 ‘지정 상담’이라는 관(官)

‘근로자 이사제’를 적극 제안합니다(’17년)

근로자 100인 이상의 투자·출연 기관 16곳에 ‘근로자 이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 교육 등으로 근로자 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며, 타 기관과 민간 도입 유도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5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을 만들어요(’17년)

공공 부문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한다.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운영하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파견하는 실정. 노동조사관을 신설하면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 감독 기능을 보완해 소규모 사업장(서울시 민간위탁
시설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익제보 통합 접수창구인 ‘원순씨 핫라인’을 운영한다.
누구나 금품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소속 공직자
비리신고나 서울시 소관 사무에 대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원순씨 핫라인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 창 오른쪽 위 응답소 → 원순씨

관점에서 탈피해 ‘안심’이라는 시민 관점의 명칭을 사용했다. 위

핫라인으로 찾아갈 수 있다. 온라인 창구에는 10인의 서울시 안심

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 공익 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변호사가 개인상담 이메일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니, 제보자는 이메일로

상담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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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공익제보는?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보호되지만 일반 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 제보자들을 밀착

문의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02-2133-3448

지원한다.

서울시청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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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 양인실 사진 홍하얀

를 위촉, 운영했다. 공익 신고 적용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열어요(’18년 상반기)

3

근로시간 줄이는 데 앞장서요(’18년)

지난해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초과 근로 감축, 교대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 19개 투자·출연 기관에 도입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연 1,800시간으로 준수하는 원칙을 세워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일 예정.

lo ve.s eo u l.g o .kr

7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요

청년 알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감정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 부문
감정 노동자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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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역사 명소

백범김구기념관
평생 나라의 독립과 통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싸우다 서거한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2002년 김구 선생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 내에 건립했으며, 2008년 백범기념관에서 백범김구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서거하기까지 행적을 따라 관련 유물을 배치했으며, 전시관 1층 중앙홀에는 선생의 좌상이 놓여 있다.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을 광복절 특별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한다.
관람 시간 하절기(3~10월) 오전 10시~오후 6시, 동절기(11~2월) 오전 10시~오후 5시, 폐관 1시간 전 입장 마감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문의 02-799-3431~4, www.kimkoomuseum.org

서대문형무소역사관
40년 가까운 일제의 억압에 끊임없이 저항한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국 최초의 감옥, 서대문형무소.
1908년 지어 1988년까지 감옥으로 사용했다.
서대문독립공원과 연계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개관한
것은 1998년.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치소의 제9~13옥사, 중앙사,
나병사, 지하 옥사 등 8,000여 평과 담장 일부, 망루 두
곳을 원형대로 되살려 공원화했다.
관람 시간 하절기(3~10월)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동절기(11~2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폐관 30분 전 입장 마감 관람료 일반 3,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문의 02-360-8582, www.sscmc.or.kr

광복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서울 명소
8월 15일 광복절, 더위가 여전히

광복72주년
<광화문시민, 광장음악회>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음악회를 연다.
오후 6시부터 세종문화회관

기세등등할 때라 편히 쉬고 싶은

중앙계단 아래에서 비보이
그룹의 공연, 416가족

마음이 크겠지만 서울 곳곳의 역사적

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

명소를 찾아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합창단의 단독 공연과 합동 공연이 열린다. 그 뒤를 이어 오후 8시부터

시민이 만드는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건 어떨까? 저녁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 음악회에 참가하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될 것이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
사진 제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독립운동가이자 평화주의자, 교육가,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민족 계몽 운동가, 문무를
겸비한 선비이자 의병장이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안중근 의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1970년 서울 남산에 건립했으며, 2010년 재단장해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건물에 5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삼흥학교
졸업하기(퀴즈), 단지 동맹 혈서 엽서 만들기,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 쓰기, 유묵 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 시간 하절기(3~10월) 오전 10시~오후 6시, 동절기(11~2월) 오전 10시~오후 5시,
폐관 1시간 전 입장 마감 관람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주차 남산공원 주차장 이용
(주차 문의 02-318-5575) 문의 02-3789-1016, 1026, ahnjungge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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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흐르는 광화문에서 광복절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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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2주년을 맞아 서대문구에서 주최하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이룬 기쁨을 나누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
활동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
‘독립운동가 구출 대작전’은 역사관 광장과
서대문형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관을 관람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블로그(blog.naver.com/
sidfest)에서 한다. 이 외에 시민이 역사 연극에
참여하거나, 서대문형무소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간 8. 14~15 요금 무료
홈페이지 blog.naver.com/sidfest
문의 02-761-2578

광화문광장 북측 무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클래식 공연을 펼쳐
서울 시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대중 가수와의 협연(전인권, 한영애) 등으로
구성할 광복절 기념 음악회는 선착순 1만 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tbs TV, 라이브 서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장소 광화문광장 일시 8. 15(화) 오후 6~9시 50분 문의 120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시민청
시민청에서도 광복절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8월 15일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시민플라자에서 윤동주 시 포스터
전시회가 열리고, 오후 1~2시에 윤동주 시를 이용한 기념엽서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활짝라운지에서는 오후 3~5시에
광복절을 기념한 퍼포먼스 특별 공연이 열리고, 오전 11시~오후
7시에는 시민청 시네마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청
홈페이지(seoulcitizenshall.kr)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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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당

01

ⓒ Photo Les Arts Decoratifs, Paris

1

04

단추로 보는 역사와 문화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단추를 다양한 재질, 기법, 형태 등으로 소개하는 전시. 단추라는
Hand with reflecting globe1, 50×35, 1935, lithograph

작고 평범한 소재가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자리다. ‘단추의 황금기’로 불린 18세기부터 단추가
작품의 경지에 이른 20세기까지 단추를 중심으로 의복, 회화, 판화,
서적, 사진, 공예 등 1,8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단추는 2011년 프랑스 중요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로익 알
리오의 수집품이다. 수집가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단추를
사용하고 물려받은 사람들의 삶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간 ~8. 15 요금 성인 9,000원, 청소년·대학생 8,000원,
어린이 5,000원 홈페이지 www.museum.go.k 문의 1644-2625

02

네덜란드 그림의 마술사
<에셔 특별展>

2
03

예술의전당에서 어린이 연극 시리즈를 선보인다. 시작 공연인 <에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

스메의 여름>은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

작품 130점을 공개하는 대규모 전시다. 에셔는 세밀한 선을 사용해

는 작품으로, ‘상실의 슬픔’이라는 낯선 감정을 평범한 일상의 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의 독창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반복

야기로 풀어낸 성장극이다. 할아버지와 에스메가 함께 보내는 일

되는 패턴과 기하학무늬를 수학적으로 변환한 ‘테셀레이션’ 기법이

상을 통해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섬세하게

바로 그것. 예술가보다 수학자와 과학자에게 더 큰 관심을 받은 에

연출한 것. 영국 10대 희곡작가 마이크 케니의 원작 <Walking the

셔의 예술 세계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Tightrope>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한 편의 동화를 읽는 느낌마저

이번 전시는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과 천부적 재능이 결합한 작품

든다. 그림자와 샌드 아트 등 미술 장치 또한 돋보인다.

세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기간 ~9. 3 요금 지정석(1층) 3만 원, 자유석(2·3층) 2만
원 홈페이지 www.sac.or.kr 문의 02-580-1300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 축제
<2017 ASYAAF>

05

도심 속 다문화 축제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

올해 10회를 맞은 아시아프(ASYAAF)는 아시아 국적의 대학(원)

서울광장과 무교로, 청계광장 일대에서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

생과 35세 이하 젊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 지난 9년 동안

축제가 열린다. 해외 자매 우호 도시 공연단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31만여 명이 관람하고 6,000여 점의 작품을 판매한 이 전시는 대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자리. 60여 개 나라의 전통 음식

학생과 청년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

을 전시·판매하는 ‘세계 음식전’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세계 관

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1회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아시

광 홍보전’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아프 프라이즈 수상자와 4회 이상 선발된 작가들을 모아 특별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구촌 레시피’는 가족 단위로 체험 신

<ASYAFF 10Years>를 진행한다. 아시아프를 거쳐 미술계에서 활

청을 받아 인기 있는 외국 음식을 요리하는 시간. ‘세계 의상 플래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시몹’ 시간에는 서울광장에 모여 다 함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있는 좋은 기회다.

장소 서울광장, 무교로, 청계광장 일원 기간 9. 2~3 요금 무료
홈페이지 www.seoulfriendshipfair.org 문의 02-120

장소 DDP 기간 ~8. 20 요금 성인 6,000원, 학생 4,000원
홈페이지 asyaaf.chosun.com 문의 02-2153-0000

가슴 따뜻한 성장극
<에스메의 여름>

네덜란드 판화가이자 드로잉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우리츠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기간 ~10. 15 요금 성인 1만3,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문의 02-399-1000

3
4

5
더 자세한 문화·공연 정보는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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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서 즐기는
‘남산골 바캉스’

공원에서 알차게
여름을 보내세요

남산골한옥마을이 위치한 필동
지역은 조선 시대 선비들의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

여름방학을 맞아 보라매공원,

세계 건축인이 3년마다 모여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남산공원 등 19개 공원에서

여름철 피서지로 전해진다.
‘남산골 바캉스’는 옛 선비들의
지혜가 담긴 피서법을 재현한
프로그램. ‘오수 체험’은

낮잠을 즐길 수 있다. ‘한옥
만화방’은 만화책을 비롯한
다양한 도서를 구비해 시원한
전통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8월

지난 6월, ‘여성안심택배’를 160개소에서 190개소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확대했다. 여성안심택배는 집 주변에 설치한 무인 택배

19일 첫 데뷔 앨범을 발표한

토요일까지 진행한다.

보관함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혼성 그룹으로, 타이틀곡 ‘Hola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다. 택배 기사를 가장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Hola’가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www.hanokmaeul.or.kr)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2013년 도입한 이후

중이다. ‘KARD’는 2018년

참고한다.

누적 이용자 총 94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여성의 호응이

6월까지 서울을 전 세계에

문의 02-2261-0517

높다. 올해는 30개소를 추가해 총 190개소에서 운영한다.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로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사람의 왕래가

활동하며 각종 도시 프로모션

잦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변, 시민이 쉽게 찾을 수

행사 참여 및 홍보 영상 등을

있는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거점 지역에 추가로

촬영할 예정.

설치했다. 택배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영하고,

문의 도시브랜드담당관

대학생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밀집 지역에도 신설했다.

02-2133-6188

‘서울 공공한옥’
시민 맞는다

공연, 직업 체험, 가드닝 등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개최해

멸실 위기에 놓인 한옥을

테마로 공원 내 곤충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보존하고자 서울시가 한옥을

있다. ‘도시의 혼’을 주제로 기조

매입해 운영하는 ‘서울

강연을 비롯해 디자인 작품

공공한옥’. 공방 13개소, 역사

발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가옥 2개소, 문화시설 4개소

등을 마련한다. 대중 강연과

등 총 19개소로, 종로구 북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어린이 건축 한마당’ 등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밀집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여

지역에 위치한다. 금박 공방,

신속한 구제에 나선다. 공정한

건축의 대중화에 앞장선다.

소반 공방, 전통 발효 공방,

가맹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북촌 단청 공방 등 공방

방안으로, 접수된 신고 건은

코엑스 컨벤션센터와 DDP에서

4개소가 입주해 방문객을

개별 법률 상담 또는 간담회

열린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맞는다. 한편, 서울 공공한옥

개최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www.uia2017seoul.org)에서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파악한 다음 법률 검토를

한다.

한옥 2개소를 전통문화 향유

거쳐 적합한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 02-586-2018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와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보라매공원은 자연 관찰을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불공정 피해를 경험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02-2133-5152, 5378),

홈페이지(hanok.seoul.go.kr)

이메일(fairtrade@seoul.go.kr,

기존 여성안심택배함 중 이용자가 많아 포화 상태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rioos102@seoul.go.kr),

자주 발생하는 곳의 보관함 개수도 증설했다. 홈페이지

문의 한옥조성과

눈물그만 홈페이지

02-2133-5580

(economy.seoul.go.kr)로

여성·가족 분야(woman.seoul.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수령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20

au gu st 201 7

식물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 ‘신나는 보라매
생태학교’를 선보이는 식이다.
경의선 숲길공원에서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기차 영화관을 운영하고,
월드컵공원에서는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을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yeyak.seoul.go.kr,
parks.seoul.go.kr)를 이용한다.
문의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4

신고한다.

글 남현욱 사진 홍하얀

‘스마트서울맵’에서 내 주변의 여성안심택배 서비스와 물품

50

주제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공존하는 곳이자 한류의

베개·이불을 제공해 시원한

‘KARD’가 서울시 글로벌

탐방, 야외 영화 상영, 음악

이번 대회는 전통과 현대가

프로그램으로, 죽부인과 모시

‘여성안심택배’ 190개소로 확대

진행한다. 자연 관찰, 공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서울세계건축대회’.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떠오르는 한류스타’
KARD, 서울 알리기 나선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논의하고

문의 공정경제과
02-213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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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전문교육과정,

서울 관련 도서를 판매하는
공간. 서울시 간행물을 비롯해
서울 여행, 서울 문화에 관한
다양한 책자를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시민청 서울책방
(02-739-7033), 온라인
서점(store.seoul.go.kr)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시 가족의 현재와 미래,
가족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가족 정책 범주별로
현황과 과제도 제안한다.
3,000원

일반교양과정, 특화교양과정,
대학연계시민대학,
동대문다산시민학교,
단기특강과정 등 시민의 수요를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개최

다람쥐 버스가
출퇴근길 고충 덜어드려요
올빼미 버스, 땅콩 버스에 이어 또 하나의 맞춤형 버스가 탄생했다. 바쁘고 고된 출퇴근길의 고충을
덜어줄 ‘다람쥐 버스’가 바로 그것. 운행한 지 한 달이 돼가는 다람쥐 버스를 직접 타봤다.

반영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학점은행제과정(행정학
전공)을 신설해 2학기 학습자를
모집한다. 직장인과 평일 낮에

지난 6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다람쥐 버스’. 바쁘고 혼잡한

하는데도 미리 탑승해 출발을 기다리는 승객이 많다. 그러나 오

‘서울시와 한화가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을

출퇴근 시간대에 짧은 구간을 반복해 운행하는 점이 마치 다람

전 7시 10분부터 이용객이 늘기 시작해 8시 전후로는 다람쥐 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위해 토요일과 주중 저녁

진행했다. 버려진 공간을

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운행을

스도 꽉 찬 채 운행할 정도로 시민이 많이 이용했다. 이번 시범

1회 수업으로 운영한다. 8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다람쥐 버스를 이용한 시민

운행이 출근 시간대의 승차 전쟁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

25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프로젝트로, ‘불꽃 아이디어로

내용은 홈페이지(ice.uos.ac.kr)를

들의 호응이 높다. 버스를 증차하고 구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

만, 다람쥐 버스가 직장인의 숨통을 점차 틔울 것으로 보인다.

공터를 공감터로!’라는 주제에

참고한다.

맞춰 7개의 시민팀이 참여했다.

문의 02-6490-6507

중구 봉래동, 노원구 공릉동 등
마을 마당 3개소와 광진구
광장동, 강북구 번동 등
노후 쉼터 4개소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감터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3일 동안 진행한 것.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env.seoul.go.kr/square/
72hour-project)와
한화그룹 홈페이지
(72hr.hanwh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조경과 02-2133-2019

서울과 역사 94호
서울과 역사에 관한
논문집으로 ‘서울 주재
러시아공사 베베르의
외교 활동과 한국 정책’,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
구상의 식민성’ 등을 수록했다.
5,000원

기술교육원 하반기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서

가 많을 정도로 ‘일당백’ 역할을 하는 다람쥐 버스를 시승해봤다.
재료별 이야기, 맛있는
채식레시피
채식주의자가 섭취하는 식품의
단계 중 하나인 비건(vegans)
조리법으로 구성한 책. 다양한
재료로 채식을 즐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5,000원

8월 18일까지 하반기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시민이면

헤어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조경 관리 등 실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학과 중심.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 훈련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술교육원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한다.
문의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33-5465

다람쥐 버스 운행 정보 한눈에 보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65개 운수업체가 제출한 혼잡

다람쥐 버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운행한

구간 중 차내 혼잡 정도와 혼잡 구간 길이, 혼잡 지속 시간 등을

다. 1~2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쳐 퇴근 시간대 운행과 타 지역 운

고려해 다람쥐 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할 4개 구간을 선정했다.

행 등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중교통 홈페이지(bus.

광흥창역에서 국회의사당 사이를 순환하는 8761번과 구산중부

go.kr)에서 버스 번호를 검색하면 다람쥐 버스 운행 노선과 정류

터 녹번역까지 운행하는 8771번, 봉천역을 출발해 노량진역까

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 가는 8551번, 마천사거리에서 잠실역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문의 버스정책과 02-2133-2282

8331번이다. 시승한 버스는 8761번으로, 신촌로터리에서 출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훈련
분야는 패션 디자인, 조리 외식,

기왕이면 다람쥐 버스

해 광흥창역을 거쳐 국회의사당역으로 간다. 기존의 153번 버스
서울의 백제 유적
석촌동고분군
석촌동에 있는 백제 시대
돌무지무덤을 백제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는 책. 석촌동의
어제와 오늘, 석촌동고분군의
현황과 주변 유적을 소개한다.
1만7,000원

가 5~6분 간격으로 광흥창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운행하지
만, 광흥창역에서 탑승하는 손님과 대기 승객이 많아 수요를 감
당하기 힘들었다. 8761번 버스는 153번 버스 배차 사이에 배치
2017 알기 쉬운 지방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2,000원

해 3~4분으로 배차 간격을 줄였다. 요즘은 153번 버스 대신 다
람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게 다람쥐 버스 운행 기사
글 남현욱 사진 홍하얀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의 귀띔. 버스 도착 알림판을 확인한 승객들이 앞서간 153번 버
스를 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원 버스에 끼여 타기보다 조금
이라도 덜 복잡한 다람쥐 버스를 선택하는 것. 특히 출발지인 신
촌로터리 인근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5~10분 대기한 다음 출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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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나

서울시와 소통하고 싶다면? 응답소를 찾아주세요.
응답소(eundapso.seoul.go.kr)는 서울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로 신청한 모든 민원과 제안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줄이기

지하철에서 임부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내 방송으로 자리
양보를 독려하면
어떨까요?

여름철 전기료를 사수하라!
무턱대고 사용하다간 폭탄 맞기 십상인 여름철 전기료.
손쉬운 방법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고 에너지까지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에어컨은 약하게, 선풍기를 활용한다
에어컨은 평상시에는 코드를 뽑아 대

2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운다
냉장실 온도는 4~5℃로 설정한다.

3

전기밥솥 보온 기능 끄기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높은 전기

기 전력을 차단하고, 여름철 실내 적정 온

보관하는 음식이 많을수록 온도를 유지하

료의 주범이다. 보온 기능만 사용하지 않아

도인 26℃에 맞춰 사용한다. 선풍기를 에어

기 위해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60%

도 한 달에 약 8,60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컨과 마주 보게 틀어놓으면 전력 소비는 줄

정도만 채운다. 냉동실은 영하 17~18℃로

있다. 오랫동안 보온하면 밥맛도 떨어지므

이고 냉방 효과는 높일 수 있다. 에어컨 실

설정하고, 80% 이상 채우면 전력 소비를 줄

로 갓 지은 밥을 냉동실에 보관해두었다가

외기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도 냉각 효율을

일 수 있다. 냉동된 음식물이 자체적으로 온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맛도 있고, 전력

높이는 방법.

도를 떨어뜨리기 때문.

사용도 줄일 수 있다.

4

세탁 횟수를 줄이고 찬물로 세탁한다
빨랫감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같은

5

텔레비전은 절전 모드로 설정한다
텔레비전은 화면을 꺼도 일정량의

6

서울 시민
응답소

많이 소모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드럼 세탁기는

드를 뽑아 전력을 완전히 차단한다. 텔레비

작동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전기가 전체 소

전력의 90% 이상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므

전을 절전 모드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 전력의 70%에 달한다. 코드를 뽑아도

로 찬물로 세탁하면 요금의 30%를 절약할

한 달에 약 9,000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정수는 되므로 냉·온수 기능은 꼭 필요할

수 있다.

있다.

때만 사용한다.

<서울사랑> 7월호 ‘서울을 색칠하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8월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배려석 홍보 캠페인 실시, 포스터 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착, 동영상 송출 등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사립 유치원 교육비

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기대

카드 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하고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재 ‘임산부 배려석 비워 두기’ 메시지를 담

전액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적극 동참

은 별도의 동영상을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하는 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추가로 지원

앞으로도 꾸준히 임산부 배려석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관련법상 신용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하

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

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지하철 노선이
늘어났지만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신설되는 것
같아 지역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정수기는 냉·온수 기능에 전기가

전기를 대기 전력으로 계속 소비하므로 코

<당첨자 발표>

당첨자 김영완, 방윤희, 정은혜, 정향란

정수기 냉·온수 기능 사용하지 않기

종류의 세탁물은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해 횟

유치원에서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현금으로 내려니
부담이 큽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앱으로 호출할 때
목적지를 알리지 않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1974년 간선도로망 위주로 지하

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도 전기료를 줄이는 요령이

서울 에너지 설계사가 새는 전기료를 잡아드립니다!

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200~300W의 태양광 판을 아파트 베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를

다나 작은 규모의 옥상에 설치해 도심 속에서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는 120 다산콜센터로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에코허브(02-573-2220)나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0만 원도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02-3148-3366)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02-2133-3718~9, energ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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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나 옥상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다

방윤희

정은혜

철 1호선을 개통한 후 현재 지하철 9호선까

카카오택시 등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

지 건설 중입니다. 2008년부터는 지선 중심

우가 많아지며 유사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

으로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

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목적지를 표기하

에 닿을 수 있게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지 않는 방안을 개선 사항으로 요청하고 있

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경전철을 건설하고

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법상 제재할 근

있습니다. 도시 구조, 교통 현황 등을 고려

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

해 수립 중이며, 향후 경전철 확충이나 지하

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

철 연장 등으로 서울 시내 철도 소외 지역을

부에 불편 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택시물류과

lo ve.s eo u l.g o .kr

김영완

정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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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유행처럼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창문이 일종의 액자 프레임이
되어 지금의 서울 풍경을
보여주는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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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사진 전시회
참여 방법 사연이 있는 서울 사진을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 → 독자 마당)나
이메일(magazine@seoul.g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김용기

김연수

노원구 중계로

경복궁에 다녀왔어요.
특별 관람으로 국보
문화재인 경회루 내부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경회루 1층
천장인데요, 왕실의
위엄이 깃든 건물과
아름다운 전통문양을
감상해보세요.
au gu st 201 7
 작가가 완성한 그림은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에 게재합니다.
작가의 작품은 어떠한 느낌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에서 스케치를 별도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정

응모 기한

은평구 불광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윤남수

8월호 ‘서울을 색칠하자’ 마감 날짜는 2017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8월 20일 이전에 업로드된 포스트 또는 8월 20일 이전에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작품만 응모 가능합니다).

용산구 한남대로

일러스트 고성규

서울로 7017 야경

서울을 색칠하자

응모 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①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완성된 그림을 올리고
#서울사랑 #서울을색칠하자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② <서울사랑> 홈페이지(love.seoul.go.kr)의 독자 마당 → 열린 마당에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세요.
③ <서울사랑> 편집실 이메일 계정(magazine@seoul.go.kr)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세요.

요즘 새벽마다 한강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진 속 키 큰 나무를
매일 보는데요, 날씨에
따라 배경이 바뀌어 볼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네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나만의 색으로 채워보세요.
완성된 작품을 <서울사랑>으로 보내주세요. SNS와 홈페이지, 이메일로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하신 분들 중 잘 그린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현대카드
스토리지’ 전시관에
다녀왔어요.
전시를 관람하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건물과 하늘의
조화가 또 하나의
근사한 작품처럼
보였어요.

강동구 구천면로

www.motherco.co.kr
꼭 필요하면서 아름다운 것
마더코는 검증된 청소, 수납, 리빙용품을 판매하는 편집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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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ᅥ울사라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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