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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7월의 서울 거리는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활기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커들의 ‘습격’으로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가 중국인들로 넘쳐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 북경의 하늘에는 한국으로 향할 먹구름

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에 대한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 정책이 전격 배치로 결정 났기 때문입니

다. 그 먹구름은 커질 대로 커져서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한한령이 고개를 들더니, 올해 춘절을 1차 재물로 삼아 3월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금한령이

내려지면서 극한적 보복조치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개별관광객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8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그렇게 시작되어, 지금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현장은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힘겨운 현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정책자금 지원과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 동남

아, 중화권 관광객 수백만 명이 갑자기 한국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조되는 북핵 위기가 관광

객들의 발길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정부 들어서 양국간의 사드 출구전략이 마련되면 7월 회복세를 거쳐 올 연말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는 희망적 예측이 있었지만, 무색한 형국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양국

의 간극이 더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여유국이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자국민의 한국 개별관광까지 제한할 움직임

사드 문제 1년, 아직 출구 없지만 관광인 자존심으로 승부할 때

서울시관광협회회장남상만

RED ANGEL NEWS 발행인칼럼

이 보인다는 소식은 점입가경입니다. 그저 관광분야를 필두로 한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

복 작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쾌하지만 대책이 따로 없습니다. 관·민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유커와 아무 상관없는

질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이나 리스크라는 용어를 두 번 다시 들

먹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광산업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드보복이 던져놓은 과

제에 우리 관광인들의 자존심을 걸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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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외래관광객메르스이후최저수준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 전망, 해결방안 고심

ZOOM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조치(금한령)와 북핵∙미사일

로 인한 한반도 위기설이 겹치면서 한국 관광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한 외래 관광객수는 전년 동기

보다 34.5%나 감소한 97만7889명을 기록했다. 월간 단위 외래 관광객이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침체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관광객이 전년보다 최대 469만 명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4.1%나 급감한 25만3359명에 머물렀다. 또 일본은 한반

도 정세에 관한 부정적인 현지 언론 보도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며 방한 관광객이 10.8% 감소한 15만9379명에 그쳤

다. 중국에서 줄어든 숫자를 벌충해주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해외여행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무슬림 국가의 '라마단

(금식 성월)’도 영향을 끼쳤다. 인도네시아가 38.4% 감소한 것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대부분 국가의 관

광객수가 줄었으며, 구미주 지역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미국 5.1% 등 방한객이 감소했다.

우리 국민 해외여행자 수는 올해 사상 최대인 약 2500만 명으로 예상되는 반면, 방한여행자 수는 계속 감소하면서 국

내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국내 면세점 업계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장

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며 ‘사드 해법’에 적극 나

섰지만, 한국 관광산업은 ‘메르스’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관광공사(RTO)는 한국 관광산업 복합위기 극복방안이 논의했다. 참석자들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확산+국내로 여행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자

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몽고, 카자흐스탄 등 잠재시장 개척 방안 및 고품질 콘텐츠 발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숙박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동남아 관광객 대상 비자조건 완화 등은 공동 정책건의로 제시했

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관광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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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길50년만에전면개방

권력이 막아섰던 길, 국민에게 되돌아오다

반세기 동안 막혀있던 청와대 앞길이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되었다. 이제

는 마음껏 사진을 찍어도 되고, 한밤에도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묻는 사람도 없다. 청와대 앞에서 근무하는 경찰

들은 다정한 시선으로 시민 묻는 말에 친절히 답해주기도 하고 또 직접

사진을 찍어 주기도 한다.

청와대 앞길은 효자동삼거리부터 청와대 춘추관에 이르는 약 460ｍ 구

간으로,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

이 통제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1993년 2월, 25년 만에 이 길이 민간에 개방되긴 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

는 않았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반까지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없고 낮에도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친절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청와대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주변에 설치된 5개 검문소의 운

영방식을 개선했다. 그 동안은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철저한 검문검색을 했지만, 이제는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바리케이드도 철거되고, 대신 서행을 유도하는 신형 교통초소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

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

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심지어 몇 장소에는 아예 포

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청와대 앞길 개방으로 인해 청와대가 권위주의

적이고 어려운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진정한 ‘국민들

의 공간’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1.21 사태)✠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요원 암살지령을 받은 북한의 특수요원 31명이 청와

대 기습을 시도했다. 이들은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으나, 국·경 합동작전에 의해

29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방위력

증강사업도 적극 추진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684 부대(실미도 북파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보복성 공격을 계획했으나, 미·소간에데탕트가조성되면서불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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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imNzD4fvUAhVEyLwKHR-YA68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s3Q&articleno=15964420&categoryId=637191&regdt=20120905202935&psig=AFQjCNF_xGdIYtoVgXBucMA5cjC-GKuGyw&ust=1499674630348261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imNzD4fvUAhVEyLwKHR-YA68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s3Q&articleno=15964420&categoryId=637191&regdt=20120905202935&psig=AFQjCNF_xGdIYtoVgXBucMA5cjC-GKuGyw&ust=1499674630348261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YlsKlyPvUAhWBErwKHQl0AJIQjRwIBw&url=http://www.mpow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9&psig=AFQjCNFtXP_zWoJTi_Xt9JaekGQdHaCr9Q&ust=1499667798306223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YlsKlyPvUAhWBErwKHQl0AJIQjRwIBw&url=http://www.mpow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9&psig=AFQjCNFtXP_zWoJTi_Xt9JaekGQdHaCr9Q&ust=14996677983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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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개방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

면서 ‘경복궁 둘레길’이 새로운 여행 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야간

산책이 가능해지면서 여름밤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

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개장이 여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복궁 둘레 2.7km을 도보로 산책할 경우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둘레

길을 걷다 보면 담장 하나 차이지만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경복궁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한 산책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면 크고 작은

갤러리, 카페와 만나기도 한다. 올 여름엔 가족, 연인과 함께 ‘경복궁 둘

레길’로 밤 산책을 가보면 어떨까?

경복궁 야간개장

달빛 아래에서 황홀한 궁

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색다

른 경험이 될 것이다.

(7.16~7.29 19:30~22:00)

청와대앞길개방으로뜨고있는여행코스‘경복궁둘레길’

가족, 연인과 함께 운치 있는 여름밤 산책 어떠세요?

광화문

경복궁

국립
민속박물관

춘추관
청와대정문
분수대광장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앞길

청와대사랑채

시민열린마당

국립
고궁박물관

갤러리현대

청와대

삼청동

대림미술관

보안여관

금호미술관

아프리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통인
시장

정독도서관

경복궁 둘레길

청와대 정문 분수대 광장

자유, 평화, 단합, 번영을

표현한 조각상 4점과 중앙

부에 자리잡은 봉황상이

분수시설과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

청와대 사랑채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와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 대

상 한식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대림 미술관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

술관으로 출발. ‘일상이 예

술이 되는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 색다른 볼거리

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미술관

‘인간을 향한 자유로운 여

행‘ 아프리카 미술을 감상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아프

리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통의동 보안여관

80여 년 전에 여관으로 지

어졌으나 2007년부터는 문

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joPwt_zUAhXDLpQKHSqQDqYQjRwIBw&url=http://yd-donga.com/bbs/board.php?bo_table=intern&wr_id=4304&psig=AFQjCNEXUQf31tW9CaQA8PFsIZb1Z6L94g&ust=1499697815794148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joPwt_zUAhXDLpQKHSqQDqYQjRwIBw&url=http://yd-donga.com/bbs/board.php?bo_table=intern&wr_id=4304&psig=AFQjCNEXUQf31tW9CaQA8PFsIZb1Z6L94g&ust=14996978157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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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안내사∙카와바타유스케안내사, ‘2017상반기미소국가대표’선정

“당신의 미소가 대한민국의 미소입니다”

삼청동 움직이는안내소 팀장 김수현 안내사와 명동 움직이는안내소 교육

팀 카와바타 유스케 안내사가 뛰어난 환대정신과 친절한 서비스정신을 실

천하여 2017년 상반기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됐다.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서울 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2017

년 상반기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을 개최했다.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는 교통, 식당, 쇼핑, 숙박, 출입국, 관광안내 등 관광업계 각 접점에서 외

국인관광객을 맞아 뛰어난 환대정신을 바탕으로 친절문화 확산에 기여하

는 관광업 우수 종사자를 가리킨다. 한국방문위원회는 2010년부터 매년

우수 관광업 종사자들을 발굴, 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외래관광객을 맞고 있는 66명의 우수 종사자들이 미소국가대표로 위촉됐다. 관광안내

분야에서는 움직이는안내소 관광통역안내사 2명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이들과 함께 한국의 미소와 친절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가수 에릭남이 위촉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위촉된 미소국가대표들은 앞으로 친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K-스마일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각자 속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명동움직이는안내소

카와바타유스케안내사

삼청동움직이는안내소

김수현안내사

이렇게 미소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많

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응대로 서울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되어 너무 기

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

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미소로 잃

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앞으

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당신은대한민국의자랑스러운미소국가대표입니다”

유관기관, 민간기업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는 종사자 미소국가대표는 현재 모두 797명이다. 서울시 관광안내소

의 관광통역안내사는 무려 13명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으며, K-스마일 캠페인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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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삼복 기간이 찾아왔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

리나라는 기후와 연관된 세시풍속들이 다양하다. 특히, 바쁜 농사일로 땀을 많이 흘

리는 더운 여름에는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보양식을 먹으며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겨냈는데 이를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고 한다. 이때 먹는 대표적인 음

식이 개장국, 삼계탕, 팥죽 등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중국도 우리와 같이 복날(伏天)이 있다. 우리나라의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처음이라는 의미

의 머리 ‘두(头)'자를 써서 '두복(头伏)', 숫자 ‘이’를 써 '이복(二伏)', 세 번째라는 의미로 '삼복(三伏)'이라 칭한다. 중

일본에는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가 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지만 역시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7월 말에서 8월초이다.'土用'은 입하(立夏)를 기준으로 약

18일 정도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들어있는 소의 날을 말한다. 소〔丑〕는 일본어

로 '우시(うし)'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우'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

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장어(うなぎ), 매

실장아찌(うめぽし), 우동(うどん), 오이(きゅうり) 등을 먹는데 특히 장어가 대

표 보양식으로 꼽힌다.

우리와 근접한 중국과 일본은 동양 문화권 국가지만 미국 복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아스럽게도 미국도 복날이 있다. 미국에는 'dog days, dog days of

summer'로 표현되는 날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점성학에서 나온 말로, 천랑성(the Dog

Star)이라고도 불리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Sirius)의 열기와 태양의 열기와 합

쳐져 가장 더운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날과 1~2일 차이로 비슷한 시기

에 지내는데, 미국에서도 이때 닭고기 판매량이 가장 많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복날이 ‘서기제복(暑氣制伏:더운 기운을 제압하다)’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위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이겨낸다는 뜻이다. 한여름 무더위가 일상을 더욱 지치게 하지만 생

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전해 보자.

국 역시 ‘초복에는 만두를 먹고, 중복에는 면을 먹고, 말복에

는 전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으로 보양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특히 가장 더운 중복 때는 간단한 면으

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름에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 햇밀로 만든 뜨거운 면을 먹으면 몸 속에 있는 노폐물

이 배출되어 나쁜 기운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중국∙일본∙ 미국의복날이야기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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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護國): 나라를 지키다 / 보훈(報勳):

공훈에 보답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지정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순국선열

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국민의 호국,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힘쓰고

있다. 6월 한 달은 ‘추모의 기간(1~10일)’, ‘감사의 기간(11~20일)’, ‘화

합과 단결의 기간(21~30일)’으로 나뉘어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ㆍ보

훈행사가 추진된다.

관광안내사들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되어 순직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의 안장이 이루어졌다.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가원수,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게 되어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시킬 수 있는 겨레의 성역으

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계속된 안장으로 서울의 국립묘지가 만장되자, 1979년에는 대전 국립묘지가 창설되었으며,

2006년에는 그 명칭이 각각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답사는 현충탑 참배로 시작되었다. 진혼곡이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린 후, 10만여 전

사자 이름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위패봉안관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원수 묘역을 순례하고, 유품

전시관까지 둘러보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지만, 끝없이 줄지어 서있는 묘비들을 지나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애국선열을 떠올리니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절로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6·25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남침인

지 북침인지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분명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의 이 나

라가 있기까지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호국보훈의달6월] 국립서울현충원답사교육

나라를위한고귀한희생,하나되는대한민국으로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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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6월] 가로세로낱말퍼즐이벤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CROSSWORD PUZZLE

1.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철도역으로 경원선 철도중단점. OOOO역

2.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으로, 순대로 유명하다.

4.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프리카의 나라로 수도는 아디스아바바이다.

6. 제2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을 공격했던 북한측 고속정 명칭.

7. 폭찹힐(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물리친 태국군은 '리틀 OOO'라는 별명을 얻었다.

9. 현충일의 유래와 관련 있는 절기로,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는 시기. 

11.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한 노르웨이군의 야전외과병원.

14. 애국가의 작곡가.

1.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후방에 침투하여 전투를 벌인 한국최초의 유격부대.

3. 1953년 김만술 대위가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낸 전적지.

5. 북한이 1983년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했던 미얀마의 국립묘지.

★ 정답을 보내주세요~   E-mail: fenna@sta.or.kr  ★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기간: 7월 20일까지) 

8.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10.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 상황을 보도하

는 신문, 잡지 기자.

11. 맥아더 장군은 'OO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12. 1932년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터뜨렸던 독

독립운동가의 호(號).

13.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

뢰 공격으로 침몰된 전함.

15. 한국전쟁 때 유엔의 지원 호소에 아시아에서는 가

장 먼저 지원의사를 표명한 나라.

[지난호정답당첨자]

이찬호안내사 윤효원 안내사 박경표안내사 유연정안내사김인영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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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한옥마을‘1890남산골야시장’개장

1890년대 조선시대 한양으로 놀러오세요~

뻔한 산책 코스를 벗어나 조금은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시원한 남산

아래 자리한 남산골 한옥마을로 가보자. 도심 한복판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주말이면 이곳에는 휘영청 뜬 달 아래 쉬이 볼 수 없

는 진귀한 야시장 들어선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조선말기의 장터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 ‘1890 남산골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90 남산

골 야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던 1890년대 한양의 저잣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통 음식부터 퓨전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

과 국악 공연, 전통 놀이 체험, 그리고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시장에는 1890년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고 다녔을 법한 옷차림을 한 상인들이

옛 말투를 쓰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부스 형태, 메뉴판, 안내 문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마치 조선시대에 와있는 듯한 느

낌이 든다. 정자에서는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악공연이 진행된다. 연못을 바라보며 감미로운 국악의 선율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야시장 한가운데서는 윷놀이, 제

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1890 남산골 야시장‘은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동서양의 진귀한 문물들과 먹거리가

가득하고 풍물패들의 공연이 눈과 귀, 입이 두루 즐거운 ‘1980 남산골 야시장’에서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문화가있는날’  → ‘문화주간’ 으로확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했던 ‘문화가 있는날’이 매달 마지막 ’문화주간’으로확대

된다. 참여기관의사정을고려해행사를운영하도록자율성을부여하고국민이더욱다양한날에문화혜

택을누릴수있게하기위한조치다. 한편, 연중무휴로운영하는국립박물관들이안정적인유지관리시간

을확보하기위해 7월부터개관시간을오전 10시로한시간늦춘다. (국립중앙박물관등 13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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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했던 ‘문화가 있는날’이 매달 마지막 ’문화주간’으로확대

된다. 참여기관의사정을고려해행사를운영하도록자율성을부여하고국민이더욱다양한날에문화혜

택을누릴수있게하기위한조치다. 한편, 연중무휴로운영하는국립박물관들이안정적인유지관리시간

을확보하기위해 7월부터개관시간을오전 10시로한시간늦춘다. (국립중앙박물관등 13개박물관)

러시아 관광객들은 주로 어떤 것을 문의하시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광객이 있으신가요?

다른 나라 관광객분들과 비슷한데요, 주변의 관광지나, 동대문의 옷 상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

면 러시아에서 특히 한국 전자제품의 인기가 매우 좋아서 그런지 전자제품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

고,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객이라면, 러시아 남성분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안내를 받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

는데 그 이후로 두 세 차례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직접 동대문에 두 번이나 더 방문을 하셔서 저

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자신의 천사라고 말해주셨던 분이라서 그 말이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동대문의 유명인사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저희 움직이는 안내소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Сделаю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ы были

известны). 그리고 러시아 지도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자나 옛날 단어들이 아직

어려워서 의사소통을 할 때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고 싶구요. 아, 혹시 안내사 여러분들,

안내하시다가 러시아어 통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서우리가만난사람들] 동대문움직이는안내소 박인나안내사

“Сделаю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ы были известны”

박인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대문 움직이는안내소 러시아어 담당 박인나입니다. 우즈베

키스탄에서 왔구요, 입사한 지는 어느덧 3년 차가 되었네요. 한국에 온지

11년이 되었지만, 이곳이 한국에서의 첫 직장이니만큼 애정이 남다릅니다.

벌써 3년이나 되셨군요. 이 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서울에서 저를 만나면 너무 기뻐하세요. 저 역시 그 분들

이 제 도움을 받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든 생각이 싹 사라지고, 더 열

심히 배워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를알리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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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라도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

는 듯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 사람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정보제공,

업무처리, 여가활동 등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 가능한 시대이다. 또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시

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7.7%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스마트폰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양식

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소통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그 대상도 가늠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SNS 이용의 증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에 길들여져 너무도 잘 활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부분 글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 서로 얼굴을 보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대화를 한

다. 그리고 말과 더불어 행동과 몸짓에서 상대의 메시지를 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서로를 깊이 배려하

지 않다 보니 내용전달의 오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스마트폰에는 너무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

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 이렇듯 과도한 사이버 미디어의 사용

으로 현실에서의 대면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느라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위험한 모습이 자주 목격되

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성인들까지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모습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력에 영향을 주어 디지털치매가 야기되기도 하며, 거북목 증후

군, 수면장애는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편리한 기기의 사용을 단순히 억제할 수는

없어도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을 계획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거나 강박적인 사용으

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기계를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의 교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 나누는 대화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스마트폰과다사용으로속출하는부작용점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나요?

“ 설마… 나도 스마트폰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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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오후, 근처 횟집 상인분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도움을 못 드리

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서둘러 그 횟집에 가보니 40대로 보이는 필리

핀 여성 관광객 세 분이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계셨다. 어떻게 된 일인

지 여쭤보자 광장시장을 함께 둘러보다가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일단

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관광객분들을 안심시켜드린 후, 남편분과 마지막

으로 같이 계셨던 장소와 시간 등을 여쭤보았다. 시간이 한참 경과한 것으로

보아 먼저 숙소로 돌아가셨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묵고 계신 곳

을 여쭤보니 명동의 L7 호텔이었다. 호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남편 분은 이미 호텔에 돌아와계셨다.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연결해드렸고,

남편 목소리를 확인하신 그 여성 관광객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행과 흩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남편분이 먼저 숙소에

돌아가 계셔서 금방 연락이 닿을 수 있었지만, 어린 아이나 어르신의 경우였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가

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얼마나찾았는지몰라요~” (광장시장움직이는안내소임형섭,남지환안내사)

잃어버린신발한짝… (명동움직이는안내소박민진,노지영안내사)

7월 4일 오전 10시경,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핑크색 아기 신발 한 짝

을 발견했다. 주위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있는지 살펴보았지

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신발을 분실한 줄 모른 채 관광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신발을 가방에 넣고 근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분실물

을 찾는 관광객도 없었고, 평소보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눈에 띄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 못 찾으면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로 근무를 하

던 늦은 오후, 한 중화권 국가 가족이 눈에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유모차

에 타고 있는 아이의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관광

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습득한 신발을 보여주며 혹시 아이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놀라며 오전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장소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보관하고 있던 신발을 돌려드리자, 새 신발을 잃어버려 무척 아쉬웠는데 이렇게 찾

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했다. 새 신발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더위가

싹 잊혀지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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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시원하게날려줄아찔하고짜릿한이색수상레저스포츠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 회

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다. 보트에 매달린 줄에 의지해 수면을 달리는 점

에서는 수상스키와 비슷하지만 웨이크보드의 특

성 상 수상스키에 비하여 훨씬 고난도의 묘기를

구사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물 위에서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신종

레저스포츠 플라이보딩. 사용자의 다리 움직임과 손

에 착용하는 노즐을 통해 수면 위에서 비행을 즐기면

아이언맨이 된 기분이다. 오직 발 아래서 뿜어져 나

오는 물줄기에 체중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도의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카이트보딩은 초

대형 연과 연결한 보드를 바람의 힘을 이용해 즐

기는 수상레저 스포츠다. 하늘을 나는 동시에 수

면 위에서 보드도 즐기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바람만 잘 타면 10M 높이의 공중에 떠서 가뿐히

비행이 가능하다.

급류를 헤치며 즐기는 수상레저스포츠의 한가지

로 래프팅이나 카누, 카약과 유사하나 노(paddle)

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과 발을 이용해 추진력

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장비 크기가 작아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비좁은 계곡에서도 스릴 있게 즐

길 수 있다.

웨이크보딩 (Wakeboarding) 플라이보딩 (Flyboarding)

카이트보딩 (Kiteboarding) 리버버깅 (River Bu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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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울 한가운데서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2017 한강몽땅 여름

축제'가 21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매년

약 10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

로건 아래 여의도, 뚝섬, 반포 공원 등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전역에서 무려 8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종이 골판지로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종이배 경

주대회‘, 영화 '괴물'의 스토리를 입고 한강 괴물과 시민이 한바탕 물싸움을 치르는

‘물싸움 축제‘, 한강 야간 일주 걷기 프로그램 '나이트 워크 42K’ 외에도, 축제기간

중 한강다리 밑이 시원한 야외 상영관으로 변신하기도 하며,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

로벌푸드페스티벌’, 이색적인 수공예품부터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도’ 펼쳐진다. 호러와 뮤직을 결합한 '하트비트 페스티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SUMMER VACATION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강 여름캠핑장’이 운영된다. 올해는

여의도 200개동, 뚝섬 130개동, 잠원 199개동까지 총 430개동이 마련되었다. (** 난지 캠핑장은 연중 운영)

한강 여름 캠핑장은 시에서 텐트를 설치해 제공하므로 캠핑장비가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캠핑초보들도 쉽게 이용할 수

도심속피서를위한여름축제, 2017한강몽땅여름축제 (2017.07.21~08.20)

도심속최고의휴양지‘한강여름캠핑장’

있다. 서울 전역에서 간편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로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주말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캠

핑 외에 물놀이, 음악회, 영화제,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으며,

특히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도심 속 캠핑장들

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까운 한강 캠핑장을 찾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

고 즐겁게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9m62qtYDVAhWLWbwKHSzFD1oQjRwIBw&url=http://korean.visitseoul.net/event-festival/2017-hangang-mongtang-kr_/21839&psig=AFQjCNGExOnukKGrmKOmmMY6eeNusKcuPg&ust=149983320661075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9m62qtYDVAhWLWbwKHSzFD1oQjRwIBw&url=http://korean.visitseoul.net/event-festival/2017-hangang-mongtang-kr_/21839&psig=AFQjCNGExOnukKGrmKOmmMY6eeNusKcuPg&ust=14998332066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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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안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눈으로보는안내소활동

관광안내소 : 386,443명 (2017년 1~6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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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내소명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1 동대문 10:00 ~ 01:00 중구 을지로6가 18-21 (02) 2236-9135

2 홍대입구 10:00 ~ 22:00 마포구 서교동 349-1 (02) 323-2240

3 광화문 09:00 ~ 20:00 종로구 세종로 215 (1-80) (02) 735-8688

4 삼일교 09:00 ~ 20:00 종로구 관철동 10-2 (02) 720-0872

5 이태원 09:00 ~ 20:00
용산구 이태원동 127

(이태원역사내 & 해밀턴호텔 앞)

(02) 3785-0942

(02) 749-9221

6 시민청 09:00 ~ 20:00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1층
(02) 739-7755

7 남대문시장 10:00 ~ 19:00 중구 남창동 49 (02) 752-1913

8 동대문DDP 10:00 ~ 19:00
중구 을지로 281

살림터 지하2층
(02) 2153-0307

9 신촌역사 10:00 ~ 19:00 서대문구 신촌동 74-21 (02) 363-7833

10 잠실 10:00 ~ 19:00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02) 3431-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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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관광안내소 : 1,300,783명 (2017년 1~6월)i

No. 안내소명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1 명동 09:30~19:30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504호
010-5710-7482

2 남대문 09:30~18:30
중구 남대문시장길 25-3 

장원빌딩 4층
010-5713-7482

3 신촌 10:00~19:00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구역사
010-5715-7482

4 동대문 12:00~20:00 중구 장충단로 249-20 3층 010-5717-7482

5 북촌 09:30~18:30
종로구 북촌로 42-3

덕양빌딩 2층
010-9855-7482

6 홍대 12:00~20:00 마포구 어울마당로 92 302호 010-9998-7482

7 삼청동 09:30~18:30 종로구 팔판길 36 1층 010-6433-7482

8 신사동 10:00~19:00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45

로뎀빌 403호
010-5267-7482

9 광장시장 10:00~19:00 종로구 종로5가 395-8 4층 010-9811-7482

10
광화문

(자원봉사센터)
09:30~18:30 중구 정동 1-48 3층 010-9778-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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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안내소 격월간 소식지

RED ANGEL NEWS

Red Angels - Your Guardians in Seoul

서울특별시관광협회
Seoul Tourism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