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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손미경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한 찔레향기, 정열의 꽃 장미까지 진한 봄내음
이 가득한 5월. 여러분은 봄 여행주간(4.29 ~ 5.14)에 어딜 다녀오셨나요? 갈
곳, 가고픈 곳, 너무너무 많지만, 마음처럼 쉽게 가보지 못했다고요? 여행은 무

망루는 눈물을 흘린다,
대전 원도심 근현대역사투어
대전스토리투어

조건 탁~ 떠나고 보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대전스토리투어’는 3천 원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1코스인
대전원도심 근현대역사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흔히 대전을 근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대전의 근대는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05년 대전역이 생기고 경부선이 개통된 후 대전은
급격히 발전했는데요. 그런 많은 변화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중심과 행정의 중심으로 100년 동안 크게 성장한 신흥도시 대전의 원
도심 근현대역사투어를 떠나봅니다. 봄 여행주간의 막바지에 떠난 대전 스토리
투어. 중촌동 마을 이야기와 소제동 솔랑시울길, 근현대 역사의 장소 몇 군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를 희망하는 역사투어
대전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옛 대전형무소 망루
한국전쟁 후 정부와 북한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대전형무소의 망루. 겨레의 아픔이 서린 치욕의 현장은 역사의 진실이 묻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목동 선병원 맞은편 중촌동에 65년 동안 존재했던 대전형무소 망루는 1919년
5월 일제가 독립 운동가를 투옥하기 위해 대전감옥소를 지을 당시 만들어졌으며
우리 겨레의 아픈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대전 목동 선병원 맞은편에 보일 듯 말듯 세워져 있는 망루. 역사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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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힌 채, 우물과 왕버드나무만이 남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옛 대전형
무소의 크기는 서대전공원의 4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망루는 모퉁이에 각각 하
나씩 4개가 세워졌었는데, 3개는 소실되고 현재 1개만 남아 있습니다. 1950년
정사각형 모양의 망루가 1962년까지 본연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후, 아주 높고
둥근 모양으로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중반에 입주한 현대아파트.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4만 평
땅에 자리한 대전형무소엔 1930년대에 1,200명이 수감되었습니다. 6·25전쟁
때는 수천 명이 수감되었다가 7월, 9월에 모두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망루
가 6·25전쟁 때 애국지사 수천 명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던 증인(증
콘크리트)인데요. 이 점이 바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라고 합니다.
●추모탑, 왕버드나무, 대전형무소 우물
중촌종 현대아파트가 있는 평화공원은 시민들이 쉬어가는 쉼터로 많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뾰족한 추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형무소 수
감자 대부분을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서 학살했는데, 추모탑은 바로 그때(9월)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탑입니다. 수령 100년으로 가늠되는 살아 있는 왕버
드나무는 1984년 대전형무소가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교도소 안 연못
가에 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밭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은 2013년에 100주년을 맞은 대전교육을 볼 수 있는 곳입니

또한 옛 대전형무소 안에는 지름 2m, 깊이 12m인 당시의 우물 한 곳이 남아

다. 1911년 대전의 첫 조선인 보통학교로 개교한 회덕공립보통학교(현 대전삼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철수하고 돌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성초등학교)가 사용했던 곳으로, 대전에 남아 있는 초등학교 건물 중 가장 오래

이 우물에 켜켜이 구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이 수복되고 100구 정도의 시

됐다고 합니다. 외형과 내부 구조도 당시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대전 근대 교육

신을 건졌는데 대부분이 애국지사였습니다. 수습해 간 시신도 있지만, 미수습자

의 발전사를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1938년에 완공되어 대전삼성초등학교 건물

들은 지사총이라는 이름으로 대성고 언덕에 위패를 봉안하고 영렬탑을 세웠다가

로 사용되다가 1992년부터는 한밭교육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교사의

2007년 보문산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벽면엔 6·25전쟁 당시 대전전투 때 야크기로 폭격당한 총탄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문화재 자료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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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교육박물관 푯돌, 홀대 전시 중
한밭교육박물관 앞에 뉘어서 전시된 <황국신민서사지주(國臣民誓詞之株)>.
이 지주는 1940년 황국신민화 정책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당시 제작된 것입니
다. 1995년 9월 대전광역시 산내초등하교 교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악했었나를 일깨워주기 위해 1997년 4월 4일
삼성구교사 앞에 옮겨 비스듬히 뉘어 놓고 홀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비를 세우지 않고 뉘어 놨을까요? 이 지주는 글자를 시멘트로
발라 놓았고, 여기저기 총탄 자국이 있는데 이는 잔악했던 일제 정책을 증오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전스토리투어는 대전여행협동조합 안여종 대표가 직접 대전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충분한 자료들로 설명을 덧붙여가며 진행됩니다. 대전 원도심의 문
화유산과 대전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2017 대전스토리투어’는 ①원도심 근현
대 역사투어 ②원도심 휴먼스토리투어 ③새벽 힐링투어 ④야간 투어(원도심, 보
문산, 반딧불이) 등 4개 유형 9개 코스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코스로 여러 번 신청 가능하며, 단체로 신청하면 원하시는 곳
으로 버스가 달려갑니다. 전화 또는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참
가비는 3천 원입니다. 스토리투어 참가자는 원도심 소재 숙박업소 할인 서비스
와 소극장 공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 페이스북 www.facebook.com/djstorytour
대전스토리투어 블로그 blog.naver.com/djst2016
전화신청 핸드폰 010-3443-9205 / 042) 25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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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권순지

집 잃은 집
대전 대흥동에는 ‘집 잃은 집’이 있습니다. 빽빽하고 여유 없는 골목의 좁은
한 자리를 간신히 붙잡고 서 있는 집. 대흥동 37-5번지의 그 집을 찾아 골목을

대흥동 외로운 뾰족집을
아시나요?
등록문화재 제377호 뾰족집

누비며 헤맸습니다. 가엾은 사연이 안타까워 찾아 나선 그 집이 주변 환경과 함
께 자아내는 모순과 부조화는 눈 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원룸과 모텔들이 즐비
한 골목을 돌고 돌다 겨우 찾을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런 심경이었을까요.
답답하게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서 간신히 내밀고 있는 집의 머리를 보고 반
갑게 달려가 대문 앞에 섰으나 굳게 닫혀 있는 문. 반가운 기색에도 꿈쩍없이 닫
혀 있는 문을 보자니, 사람이 걸어둔 자물쇠 때문이 아니라 마치 마음이 동하지
않아 집이 자신의 열린 입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디
찬 골목에 들어서 시린 눈을 부비며 더듬더듬 찾을 수 있는 이곳을 만나러 오는
이도 그간 별로 없었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좁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온 자동차들도 기막힐 정도로 각자 공간을 차지하고
맹추위에 맞서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꽉 막힌 골목은 차들이
점령한 분위기로 인해 더욱이 삭막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길만 건너면 옛
추억이 있을 원래의 집에 갈 수 있을 텐데요. 애석하게도 지금은 큰길을 건너 원
래의 주소로 찾아가도 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처음의 것을 다 잃어버린 집. 원래의 집을 잃고 특유의 첨
예하게 솟은 지붕의 특징만을 알아볼 수 있는 이곳의 이름은 뾰족집입니다. 뾰족
집은 앙증맞은 그 이름에 반전의 역사를 찍듯, 과거 사연이 기구하기 짝이 없습
니다. 본래 대흥동 429-4번지에 자리 잡았던 이 집은, 지붕 끝에 박공을 달아 경
사가 급하고, 평면상 원형으로 돌출된 거실 부분의 원뿔형 지붕 때문에 ‘뾰족집’
으로 불려왔습니다.
1920년대 일본 가옥의 특징에 따라 다다미방과 도코노마(일본의 건축양식방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여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거나 붓글씨를 걸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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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슬픈 양극화는 어느 지역이나 두드러지는 현상이지
만, 뾰족집이 철거되던 이곳의 재개발 사연도 유쾌하진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 대한 의미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대전을 지키며 아픈 시대를 기억하는 건축물이 헐린 자리에 생긴 아파
트. 그곳이 입주민들에게는 새 공간에서 시작하는 설렘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
지만, 전혀 관계없는 시민들에게는 살며 그저 지나칠 또 하나의 보통 아파트 군
락일 뿐입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임에는 반할 여지가 없으나 점점 집
의 재미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재개발은 뾰족집을 잃게 하
고, 도시의 아름다움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아픈 역사를 되짚는 역사적 배움터와 문화 공간으로의 성장
다행히도 어설프게나마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되
곳)가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건축디자인은 일부 서양의 양식을 절충하여 지

지 않아 안타까운 대전의 등록문화재 뾰족집. 근대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여

어졌습니다. 동서양의 건축이 혼합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여겨진다고

훌륭하게 도시재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타 도시의 사례를 통해 변화를 도

합니다.

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1929년에 철도국장 관사로 건립된 후 2008년 등록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되

일제강점기 포목상이었던 히로쓰가 건축한 군산 신흥동의 정통 일본식 저택

고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이라는 역사적 특징을 가진 별칭도 지니게 되지

인 히로쓰가옥. 전라남도 벌교에 위치한 1935년에 지어진 일본식 2층 목조건물

만, 그 맥은 끊기게 됩니다. 2010년 대흥동 일대 재개발사업에 의해 무단 철거되

이자 당시의 5성급 호텔이었던 등록문화재 제132호 보성여관. 그 외에도 울산의

는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철거된 후 다시 현재의 주소에 복원되었지만, 그

학성여관과 해방 후 유실되지 않은 건물들이 즐비한 대구의 근대골목도 근대문

오래된 건물이 역사의 굴곡 속에서 버텨왔던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공

았습니다. 그야말로 ‘집 잃은 집’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뾰족집은 시민들과 타 지역민들의 발길을 돌리기만 할 뿐, 등록문화

재개발이 부른 참극 그리고 성냥갑 아파트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센트럴자이아파트는 대흥동 재개발 사업의 일

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급한 변화가 필요합
니다.

환으로 지어진 성냥갑 주거단지입니다. 무단 철거된 뾰족집이 본래 있던 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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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지은

봄 소풍 가자!
대전 벚꽃 봄나들이 BEST 5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바로 이곳 대전에서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저는 봄에만 볼 수 있는 여러 빛깔의 예쁜 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욱 봄이 기다려집니다. 벚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친구들인데요. 제철
을 맞은 벚꽃은 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 제 빛깔을 뽐냅니다.
2017년 벚꽃 개화 시기를 알아보니 대전은 4월 2일부터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대전은 4월부터 약 2주간 꽃들의 잔치가 열립니
다. 나뭇가지마다 봄 영업을 준비하는 듯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미리 벚꽃 명
소를 알려드려야 때에 맞춰 나들이 가기 좋겠죠? 내년 봄을 기다리며 갑천길 따
라~ 탄동길 따라~ 걷는 벚꽃 나들이 코스를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추천하는 대전 벚꽃 나들이 명소 BEST 5!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천 산책길(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이곳은 갑천대교를 사이로 서구와 유성구가 나뉘는 곳입니다. 봄에는 근처에
서 축제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구경하며 꽃이 핀 길을 따라 걷기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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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KAIST)
많은 사람이 봄이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캠퍼스의 잔디밭에서 여유
를 즐기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갑천 따라 벚나무가 길
게 늘어서 있고 교정에는 여유와 낭만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가고 싶은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천 산책길(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갑천 주변에는 참 좋은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벚나무도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꽃구경하러 오
시는 분들도 많다는 그곳! 전민동 벚꽃길입니다. 갑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
리는 기분을 덤으로 즐겨보세요!

탄동천 산책길(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화폐박물관)
벚꽃 나들이 장소로도 추천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어머나! 탄동천에 이렇게 예쁜 길이 있었나요? 안 가볼 수가 없겠는데요? 화

보내는 가족, 연인, 친구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저만 아는 곳인 줄 알았는

폐박물관에 발 도장 찍고 종종 열리는 벼룩시장도 구경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데 다른 분들도 다 아시나 봅니다. 제가 찾은 산책길은 유난히 사람이 더 많은 것

봄에는 추억으로 남기기 좋은 장소가 참 많은데, 탄동천도 대전의 숨은 명소 중

같았습니다. 꽃구경하러 나오신 거 같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소곤소곤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벚꽃 나들이 장소가 있습니다. 대전시 공식블로그에 ‘벚꽃’을

유림공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봄에 만나는 유림공원은 봄의 빛깔로, 가을에 만나는 유림공원은 국화의 향

검색하면 기자단이 알려드리는 벚꽃 장소와 그동안 예쁘게 담은 벚꽃 사진을 함
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로 가득합니다.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신발들. 돗자리

봄은 소리 없이 와서 꽃잎을 남기고 가나 봅니다. 봄이 아쉬운 이유는 잠시

깔고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추억을 담기 좋은 유림공원은 대전 시민이 찾는 ‘대

머물다 간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요.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남기는 것이 좋을 것

전의 공원’입니다. 저도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사계절이 예쁜 유림공원을 여러

같습니다. 대전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알려진 벚꽃 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봄

분께 추천합니다!

나들이 대전 벚꽃 명소를 알아두셨다가 예쁜 추억을 남기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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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박근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대전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아시나요? 타슈는 누구
나 1일, 500원이라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타슈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가끔 운

타슈를 탔슈~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이용 방법

동 삼아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버스 노선이나 시간이 애매할 때 타슈를 타곤 합
니다. 대전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타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슈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전 곳곳에는 타슈 무인대여소
(타슈st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타슈 여러 대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검색도 가능
한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슈홈페이지(www.tashu.or.
kr)에 접속한 후, 구와 동을 검색하
면 어느 장소에 타슈 무인대여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
착지 근처의 무인대여소를 미리 알
아보고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럼 타슈 이용 방법 알려드릴
게요.
타슈 무인대여소 화면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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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하는 방법과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카드결
제는 한꿈이카드와 t-money 교통카드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누
르면 소액결제로 500원이 결제됩니다.
두 가지 결제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하고 나면 휴대폰인증을 해야 하는
데요.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
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자전거 번호를 골라 대여 버튼만 누르면 됩니
다. 참 쉽죠?
대여한 번호의 자전거로 가서 손잡이 부분에 부착된 기계의 ‘3 대여’라고 쓰
여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짧게 누르지 말고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누르면
‘또롱’ 하는 소리와 함께 ‘대여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 분리해주세요’라
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다음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서 거치대와 분리해주면 되는
데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 하천 옆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날은 날씨
가 좋아서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주변에 예쁘게 핀 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예쁜 풍경을 보
니 기분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용방법, 카드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슈를 이용하기

자전거를 반납할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 대여할 때 자전거를 거치대에

위해서는 항목 중에서 ‘자전거 대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일일권 구매’를 누

서 분리한 것,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자전거를 거치대에 넣기만 하면 됩

릅니다. 일일권을 구매하면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요. 일일권은 500

니다. 그 후에 꼭! ‘반납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들리는지, 휴대폰에 반납되었다

원입니다. 자전거 최대 이용시간은 1시간인데요. 1시간 이내에 다른 무인대여소

는 문자가 왔는지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음성이나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반납이

에 도착해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하루 안에 자전거를 다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요.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 요금을

빌릴 때, 일일권 구매 옆에 있는 ‘일일 재대여’를 누르면 추가 요금 없이 자전거를

내야 하니 잘 확인해주세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대여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순서입니다.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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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타슈콜센
터(1899-2282)를 이용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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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정재영

전국 최초
대전효문화진흥원 개원
효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국 최초 기관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우리 전통문화 효(孝)사상이 퇴색되고 있다
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추석을 앞두고 후손들이 더는
조상의 묘도 찾지 않고, 제사 문화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50대~60대 어른들까
지만 해당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孝)’를 다양한 연령대에 알리고 확산시키고자 대전
효문화진흥원이 3월 31일 중구 안영동에 전국 최초로 개원했습니다. 이곳은 효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효행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고
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영IC방향 유등천을 가로지르는 안영교를 앞에 두고 좌회전하면 ‘효!월드’로
가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효!월드에는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그리고 이번에 개원한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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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죠?
아이의 첫 생일인 돌상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로부터 배우는 효, 할머니
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그리고 제사상 구경까지 글로 모두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효 문화를 보며 방문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효행신문도 만들고, 항상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편지도 써보고,
영상편지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엔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숙연해지는 마음
에 전화 한 번 드리니 항상 아무 일도 없다며 웃으면서 오히려 안부를 물어보시
는 부모님. 이번 대전효문화진흥원 방문을 통해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
니다. 이렇게 효 문화가 주위로 퍼지나 봅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효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
전이 효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곳, 대전효문화진흥원은 가
족 사랑과 효 실천 문화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보이는 ‘효’라는 큰 글자가 의미가 있게 새겨진 건물이 바로 대전효문화진흥원입
니다.
이날의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개원식 전에 효문
화진흥원 앞에는 흥겨운 사물놀이가 한창입니다. 큰북, 작은북, 꽹과리, 피리 등

한편, 매년 뿌리공원 일원에서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제
9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
전효문화뿌리축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국가 유망축제이자 대전시
대표축제입니다.

의 사물패들은 한바탕 신나게 놀면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축하 분위기를 이어갑
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효가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서 효를

구분

이해할 수 있도록 5개의 전시실과 체험존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효이해실, 2층에는 몸으로 느끼는 효느낌실과 효
공감실, 3층에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효실천실과 효나눔실이 있습니다.

효문화
체험관

2층 로비에는 물고기를 통해서 배우는 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어의 모성
애부터 가물치 그리고 가시고기의 부성애까지, 물고기를 통해서도 효를 배울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곳이 잊혀가는 효를 다시 살리려 노력하는 곳인지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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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화
교육관

주요시설
지상1층

효이해실, 효사랑카페, 효기념품점

지상2층

효느낌실, 효공감실

지상3층

효실천실, 효나눔실

지상1층

예절문화체험실

지상2층

생애주기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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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천상인

300년 만에 태어난 바둑이 삽살개
대전 오월드에서 만나요!
바둑이 삽살개 300년 만에 복제 성공

조선 영조 때 궁중 화가였던 김두량, 김호도 등 조선 시대 화가들의 그림 속
에 등장하던 바둑이 삽살개가 300여 년 만에 복제됐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던 삽
살개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기에 대전 오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팀이 복제에 성공한 바둑이 삽살개
‘강이’와 ‘산이’가 대전 오월드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김민규 교수팀은 4개월 정
도 자린 강이와 산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 한 후, 대전 오월
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요로 익히 들어온 바둑이 방울의 ‘바둑이’가 바로 삽살개를 뜻한다
고 합니다. 바둑이 삽살개는 김민규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에 성공해 2017년 1월
에 태어났습니다. 최근 대전 오월드 내 어린이동물원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
됐는데요. 누구나 바둑이 삽살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예로부터 액운을 막아주는 개로 귀한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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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원들이 전담 사육사에게 삽살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얼음 놀이
와 수건 놀이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좋아하는 먹이와 간식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을 보니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대전 오월드에서 이렇게 천연기념물 삽살개를 관리하고 일반인들에게 선보
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동요로 부르고 이야기로 들어 친근
한 강아지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삽살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
습니다.
체세포 복제는 삽살개에서 먼저 체세포를 채취하고 난자 제공 견의 난자핵을
제거한 후 삽살개 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통
해 난자 세포와 융합시키고 대리모에게 이식한 후 복제견을 탄생시킵니다.
보통 8개월이면 삽살개 번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교배
로 번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삽살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서 단모종 삽살개를 집에서도 기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삽살개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 동물들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
멸종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긴 털을 가진 장모종 삽살개로 태어나는데, 강이와 산이

새로운 집을 탐색하느라 여념이 없는 삽살개를 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

처럼 단모종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단모종으로 태어난 아빠 개가

전 오월드에 와서 삽살개를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서 체세포 복제를 통해, 이렇게 단모종 삽살개 2마리가 태어났다고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공부하는 일석이조의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전 오

합니다.

월드로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오는 학생들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

삽살개들이 어찌나 똑똑한지 자신을 돌봐준 연구팀원들이 있는 쪽으로 계속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똘망똘망하고 활발하게 잘 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웠
습니다. 쭉 뻗은 다리하며 얼굴 생김새도 잘생겨서 삽살개의 미모에 흠뻑 빠져
버렸습니다.
삽살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티즈 같이 소형견인

니다. 희귀하고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대전 오월드에서 삽살개 덕분에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당부할 점은 삽살개가 아직 어리므로 함부로 먹을 것을 주거나 만지
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람 수칙을 잘 지켜 동물들도 안전하고 관람객들도 안
전한 대전 오월드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컷은 21㎏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삽살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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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고혜정

드디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엄마 마
음은 바빠집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더 멋지고 재밌고 유익한 체험 거리를 찾
아 나섭니다. 그래야 한 달 동안의 방학을 잘 보낸 것 같거든요. 바로 지금, 행복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대전시티투어 버스 타고
구석구석 여행

한 고민에 빠져 있던 제게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으니 여러분들께도 소개합니
다. 버스 타고 즐기는 대전여행, 대전시티투어!
대전이 뻔하다고요? 심심하다고요? 어른 4천 원, 어린이 3천 원으로 즐길 수
있는 대전시티투어! 대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관광해설사
의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관광은 대전시티투어
에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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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전은 골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카이스트, 대전

대전시티투어 이용방법
운영기간 동절기 (2, 3, 11, 12월/오후) / 하절기 (4 ~ 10월/오전·오후)

시민천문대 등 과학교육시설이 모여 있고, 우암사적공원과 효월드처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적지도 많습니다. 계족산황톳길과 유성온천족욕장에서 지친 마

운영시간 오전 (09시 30분 ~ 13시) / 오후(14시 ~ 18시)

음을 비우고, 장태산과 만인산에서 다람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깊고 넓은 대

운영코스 요일별 테마형 코스 /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청호오백리길까지, 하나만 고르기에는 모두 알찹니다. 또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 수요일 : 과학 투어
- 오전 : 국립중앙과학관, 지질박물관, 솔로몬파크
- 오후 : 대전시민천문대, 화폐박물관, 카이스트, 유성온천족욕체험장
㉡ 목요일 : 역사문화 투어
- 오전 : 대전역사박물관, 카리용, 효월드(족보박물관)
- 오후 : 옛충남도청 근현대사전시관, 관사촌, 성심당, 우암사적공원(남간정사), 동춘당

까지 듣다 보면, 대전의 매력에 더 빠져들겠죠?
여기에 하나 더! 올 여름방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 우리 대전에서 나
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고장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고 합
니다. 정말 좋죠? 참, 어른이라도 생일에는 무료입니다! 저는 7월 초하루가 생일

㉢ 금요일 : 힐링 투어

이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무료탑승과 할인

- 오전 : 만인산 자연휴양림

이벤트가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 오후 : 장태산 자연휴양림, 유성온천 족욕체험장
㉣ 토요일 : 계족산황톳길 투어
- 오전 : 계족산황톳길 체험, 한밭수목원

수목금토일! 요일 따라 코스 따라 고르는 대전 여행법, 대전시티투어는 인기
만발입니다. 꼭 사전예약 하세요. 자세한 여행 코스와 시간표를 대전시티투어 누

- 오후 : 계족산황톳길 체험
㉤ 일요일 : 대청호오백리길 투어
- 오전 : 대청호 오백리길, 대청호생태습지공원
- 오후 : 수변공원, 대청호생태관, 생태공원(습지공원)
이용요금 성인(중학생 이상) 4,000원, 어린이 3,000원, 단체 3,000원
이용방법
㉠ 사전예약 : 출발 전일 16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 www.daejeoncitytour.co.kr
- ㈜우리여행사 042) 253-6583 (09 ~ 18시)
㉡ 출발 전일 14시(토,일 출발 당일예약 불가)까지 예약 및 입금완료 요망
승차장소
㉠ 대전역 서광장 : 지하철 대전역 4번 출구로 나오신 후 오른쪽 시티투어 승강장
㉡ 대전복합터미널 : 대전복합터미널 건너편 션샤인호텔 앞
- 코스마다 대전복합터미널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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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집(www.daejeoncitytour.co.kr)과 전화(042-253-6583)로 미리 확인하고 예
약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전시티투어와 일정이 맞지 않지만, 천천히 대전을 음미하고 싶다면?
대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대전관광 누리집(www.daejeon.
go.kr/tou/index.do)을 추천합니다. 대전에서 꼭 가볼 만한 명소를 자연생태, 첨
단과학, 문화유산 등 특색에 따라 정리해 놓았습니다. 테마축제와 먹거리·살거
리·잠잘거리 등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전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근대문화거리를 걸으며 추억의 맛집과 카페에서 대전의 원도심을 느껴보셔
도 좋겠습니다.
또 대전시 공식블로그 ‘나와유의 오감만족이야기’와 관광블로그 ‘먼저보슈’에
서도 대전의 맛집과 명소, 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대전관광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전관광 누리집 www.daejeon.go.kr/tou/index.do
대전관광 공식 블로그 ‘먼저보슈’ blog.naver.com/daejeontour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 120
대한민국 대표 관광안내 전화
1330 (24시간 연중 무휴 / 내·외국인 이용가능 - 영어, 일어, 중국어)

38

대전이 좋다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엮어낸 그 일곱번째 이야기

39

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지은

토요일 저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는 시내버스 314를 타고 동춘당에 내렸
습니다. 지난 5월, 동춘당 근처에 일이 있어 가봤는데요. 동구는 멀다고 생각했
었는데 생각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으로 떠날

대전문화재야행 동춘당가
400년 전통 여름 생신상 비법 공개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은 아파트 울타리 옆에서 옛 숨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찾은 동춘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춘당은 보물 제209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조선 중기
의 건축물인 동춘당은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宋浚吉)이 자신의 호 ‘同
春堂’을 따서 건축한 별당입니다. 이 별당의 서북 측에는 송준길의 고택인 사랑
채와 안채·사당 등이 독립된 건물로 있습니다.
대전 시민의 휴식처이자 동춘당가의 특별한 생신상 비법을 공개한다는 소식
을 듣고 얼른 찾아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춘당가 18대 종부이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정순 씨가
400년 전통의 여름 생신상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참여를 위해 사전 신청한 대전
시민과 함께 육개장을 만들고 시식체험을 했습니다. 가문의 음식 이야기, 종부와
의 대화 순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동춘당가 400년 여름 생신상 비법 공개!
100년 된 부추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재래종 부추입니다. 육개장에 고
사리가 아닌 부추가 들어가는 것은 이 집안의 특별한 조리법입니다. 건강한 여름
을 보내기 위해 보양 음식으로 육개장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동춘당 종가 400년 여름 생신상을 만들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
람들의 얼굴을 보니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호박전, 육개장, 지단 붙이기, 궁중
떡볶이 등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익히면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동춘당가에서는 무나 호박 따위의 살을 길게 오리거나 썰어서 말린 것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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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써주지 못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
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접수로 가족·지인과 신청한 분도 계셨는데, 동춘당이라는 대전의 장소
에서 종부님을 모시고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는 과정이 즐겁다고 이야기했
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는군요.
대전의 밤은 낮만큼 향기롭습니다. 음식 냄새와 추억의 향기로 말입니다! 대
전에 갈 곳이 없다고요? 숨은 대전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전의 문화재가
어우러진 ‘동춘당가 400년 여름 생신상’ 대전야행! 앞으로도 대전의 문화재를 느
끼고 직접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토요일 밤, 마음의 여유
도 생기고 속도 든든해졌네요. 대전야행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리’라고 합니다. 호박전이나 동태전 같은 전 종류를 ‘전야’라고 했습니다. 또 후
식으로 마셨던 보리수단은 매끌매끌, 쫀득쫀득, 오돌오돌, 맬룽맬룽했습니다. 오
미자의 달콤새콤한 맛과 보리의 밍글밍글한 맛이 어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여자들의 프로그
램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언제 하나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나요?” 등 프로그램 진행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
다. 종부 김정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후문과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
로그램 횟수 확대 또는 지속운영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문화재정책담당 김은옥 사무관

대전야행을 이야기하다
Q. 대전야행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대전시에서 2017년 처음으로 마련한 신규프로그램으로 대전의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 야간
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동춘당가 400년 여름 생신상 행사를 소개해주세요.

행사는 어땠을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미선 씨는 이번 생일상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했

A. 동춘당 종택에서 13대 김정순 종부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며, 400년 여름 생신상에 올라가
는 음식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여름에 육개장을 올리는 생신상은 유일합니다. 참여자
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며 문화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고 합니다. 평소 아이들이 음식 만드는 것에 흥미를 보였는데 자신이 많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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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손미경

흐드러지게 핀 하얀 벚꽃을 찾는 이들이 많아 새로운 벚꽃 명소가 된 대동천.
언제부턴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오리가 떠다니고 가끔 수
달도 출연하는 이곳, 예쁘게 피어난 노란 붓꽃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솔랑시울길 따라, 세월 따라 걷는다
대전 원도심 근현대역사투어
대전스토리투어

44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촌이 있었던 소제동. 소제호가 사라진 대동천엔 노란
붓꽃이 피어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6월이 되면 빨간 접시꽃과 예쁘게 피어나는
연(蓮)이 가득 할 대동천의 모습입니다. 탁했던 대동천이 몇 년 전부터 살아나 계
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니, 너도나도 대동천에 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
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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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촌 일대 장미 넝쿨이 한창인 솔랑시울길로 접어듭니다. 100년 전 이곳
엔 꽤 근사한 집들이 들어왔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빨간 장미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소제동은 전통마을이 근대마을로 바뀐 동네
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이곳 주변의 경관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우암고택을 없애고, 독립운동의 위정척사파 세력도 없앴습니다. 제국주의 식민
지를 강조한 일본인에 의해 대전의 전통은 우암을 상징하는 이 마을과 함께 사라
졌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전 소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솔랑시울길의
나무 전봇대. 나무 전봇대는 물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
렇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세월을 되돌려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작업대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낡은 나무전봇대가 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중 가장 유명한 42호 관사는 ‘소제창작촌’으로 입주예술가

금은 쓸쓸한 풍경이었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애틋한 감정이 생

들이 창작 활동과 함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전시공간입니다.

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촌을 형성했던 솔랑시울길
2016년 대전기네스북에 오른 대창이용원

철도관사촌은 대지 60 ~100여 평 규모로 집 두 채가 같은 지붕을 이고 있습

60년 동안 이곳 대창이용원에서 이발을 해 오셨다는 81세 할아버지. 아직도

니다. 담장 하나에 따라 101호, 102호로 나뉘며 대문은 따로 나 있습니다. 각형

이런 전통 이용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연세에 비해 무척 젊어 보이

지붕에 나무판자를 덧댄 벽체와 작은 마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지붕 아래 관

는 할아버지는 소제동 역사의 증인으로 이날 우리 스토리투어 일행을 보곤 반가

사 번호판이 걸려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담장 위로 솟은 지

워하셨습니다.

붕만 봐도 일본식 가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주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공간이자 문화공간인 소제창작촌

옛 모습 그대로 오롯이 간직된 소제동 관사촌을 걷다 보면 과거 옛 동네에 와

일제강점기 예쁜 연꽃이 가득했던 소제호. 서대전공원의 2.5배가 넘는 호수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적이 드문 솔랑시울길의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재미있

를 메꿔 철도관사촌을 세웠습니다. 당시 100여 채의 관사는 대부분이 사라지고

는 벽화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구불구불 울퉁불퉁 좁게 이어진

현재 40여 채 정도 남았습니다. 빈집이 대부분이며, 소유주 또한 외지인들이 대

골목들. 곳곳에 숨겨진 정겨움. 골목골목을 돌다 보니 부산 초량 이바구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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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비석마을이 연상되며 이곳도 부산처럼 예쁘게 도시재생이 이뤄지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생공간이란 팻말이 걸린 집 부근은 시울골목 마을 축제와 주민노래 한마당
이 열렸던 장소로 지난해 작가 11명의 전시공간으로 폐가를 꾸민 곳입니다. 그곳
에 잠원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당시(1915년)의 지도는
소제호가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 현대를 거치며 집을
허물지 않고 마당 공간을 이용해 내달아 만든 또 다른 작은 공간들. 조금씩 넓힌
흔적들이 그대로 눈에 띕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제일 크며,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촌이란 이름으로 찾는 이
들이 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의의가 커 최근 들어 도보 여행지로 주목받
고 있는 소제동. 역세권으로 재개발지역이지만, 일부 해제된 골목은 새로운 건물
이 들어서며 서서히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인동장터에 울려 퍼진 3·16 독립만세 재연현장
대전에는 숨은 역사로 남아 있는 가슴 아픈 현장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외쳤던 “대한독립만세”가 매년 3월 16일 인
동장터에서 그 날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재연됩니다.
1919년 그 날의 함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3·16 대전 인동장터! 만세운동
이 일어났던 인동장터 천변 데크엔 1919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펼
친 곳임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표현한 ‘3·16 독립만세운
동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역사적 순
간을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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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임현철

2017 가을여행주간
사이언스쿡 대전 투어 떠나요

가을여행주간(10.21-11.5)을 맞아 9월 23일 ‘사이언스쿡 투어’를 다녀왔습
니다.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가 주관하는 ‘사이언스쿡 투어’는 대전의 핵심
콘텐츠인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체험거리와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연계한 국내 최초의 사이언스쿡(SCIENCE+COOK) 투어입니다.
‘달달한 대전 가을밤으로 탁 떠나는 거야’를 주제로 이번 사이언스쿡 투어가
진행됐는데요. 바쁜 주말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들과 대전마케팅
공사 블로그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대전역 호국철도광장에서 모
여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먼저 제1코스 ‘나만의 달콤한 미니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서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인 전국 명물 ‘성심당’의 빵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케이크는 바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넣어 만든 초코케이크인데요. 참가자들이 맛
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식재료를 준비해주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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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구워낸 신선한 빵 안에 신선한 딸기를 한가득 넣은 후 생크림을 발라줍니

제3코스는 과학교육의 산실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이었습니다. 이날 특별히

다. 초콜릿 가루를 겉면에 뿌려주면 1차 작업은 끝! 마무리는 각자 개성에 따라

KAIST에 재학 중인 멘토와 함께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생크림을 짜는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다듬어주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나만

대전에 살면서 국립중앙과학관을 많이 가봤지만 갈 때마다 새롭게 변모하는 모

의 수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시간 동안 공을 들여 만

습에 감탄합니다. 마치 쇼를 구경하듯이 체험하고 공부하는 과학교육이 마음에

든 케이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겠죠? 성심당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들었는데요. 이곳을 체험하는 아이들의 반응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과학은 관

케이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맛있는 케이

찰에서 시작하죠? 과학체험을 마치고 3D 입체안경도 만들고, KAIST 멘토로부

크와 함께 가족파티를 할 생각하니 케이크 만들기에 들어간 1시간이 전혀 아깝

터 공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이날 성심당 테라스키친에서 점심식사를 먹었는데요. 불고기 오므라이스와
소고기 필라프를 주문했습니다. 성심당하면 당연히 빵이나 케이크를 생각했는

청명한 계절 가을, 단풍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높고 푸르른데요. 가족들과 함
께 다양한 과학체험을 하면서 대전의 매력을 느끼는 사이언스쿡 투어를 떠나보
세요.

데, 중식 메뉴로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소고기 필라프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
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이언스쿡 투어
대한민국 실리콘벨리 ‘대덕연구단지’의 체험거리와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연계한 국내 최초 ‘사이
언스쿡 Science+Cook)’ 에듀투어 상품
▶카이스트(KAIST)멘토와 함께 하는 여행 (국립중앙과학관 여행, 놀면서 배우는 오월드 테마파크
여행, 과학 아이디어 발명품 만들기)
▶성심당 파티쉐와 함께하는 쿠킹 체험 (성심당 이야기, 미니 케이크 만들기)
▶쇼콜라티에와 함께하는 쿠킹 체험 (유기농 수제 초콜릿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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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주영선

대전여행을 어떻게 즐기시나요? 대전시는 올해 대전을 다각도로 즐길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대전의 밤을 즐기는 프로그
램 <대전야행>입니다. 대전 밤의 낭만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6월 17일에 옛 충남

대전으로 밤마실 떠나야행~
대전야행 프로그램

도청 앞마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됐습니다.
대전야행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문화재단과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
흥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밭문화마당, (사)문화유산울림, (사)백제문화
원, (사)대전대중문화예술협회, GOOD MC
협회, (주)솔리트 등 다양한 후원사도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은 오후 7시에 시작됐습니다. 참
가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족단위 2박 3
일 캠핑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
다. 대한캠핑협회의 협력으로 전국에서 50
가족(약 200명)이 선정됐습니다.
금요일 밤에 대전 대청호변 금강로하스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고, 토요일 도심 트레
킹 미션을 수행한 참석자들이 옛 충남도청
개막식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개막식 공연
전에 수행할 미션이 있었습니다. 현장 미션
은 ‘대전의 추억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대
전근현대사전시관 관람하기, 대전야행 종이
등 만들기, 대전야행 포토존에서 인증샷 남
기기 등이었습니다.
대전야행 종이등은 주름진 종이로 만
들었는데요. 주름을 펼치면 공 모양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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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구등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분홍 등 색깔이 다양해 불을 켜

게 살아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기분 좋은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면 더욱 예뻤습니다. 종이등에는 대전야행 스티커도 붙이고 사람의 개성에 따라

했습니다.

다양한 그림, 글씨를 넣었습니다.

대전야행 참가자들은 야행등을 켜고 힘차게 대전야행을 떠났습니다. 옛 충남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조별로 앉아 개막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프로그램

도청에서 출발해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은행동 스카

참가자와 현장 참가자까지 모두 10조로 구성되었는데, 개막식 후 조별로 가이드

이로드를 지나 목척교 수변 공원을 도는 코스였습니다. 목척교 수변공원에서는

의 안내를 받으며 대전야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도심 야행 트레킹은 ‘원도심

오후 11시 30분까지 7080 디스코 파티를 즐겼습니다.

원정대’란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막공연의 무대는 영화 ‘서편제’(1993)의 주인공이었던 방송인 오정해 씨와
함께하는 서울국악단의 무대였습니다. 오정해 씨는 다년간의 무대 경험을 살려

이날 성황리에 출발한 대전야행 프로그램은 10월 말까지 토요일 밤마다 다
섯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대전의 특별한 이야기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대전야행에 여러분도 함께해보세요.

농악, 한국 무용 등과 함께 멋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쏟아지는 앙코르 요청
을 받으며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어 대전야행 참가자들은 연신 휴대폰 영상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전통 소리에 익숙할 것 같지 않은 어린이들이 장단에 맞춰

<대전야행> 코스
▶보문산 추억으로의 야행

몸을 흔드는 것을 보니, 유전자 속에 한국인 특유의 흥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

▶달빛 詩길 걷기 - 동춘당 ~ 계족산 숲길

니다.

▶詩와 음악과 茶가 있는 토크 콘서트 - 송촌동 소대헌 호연재 고택

공연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 오후 8시가 되자 옛 충남도청 건물에 멋진 조명

▶동춘당가 400년 여름 생신상 - 동춘당 종가
▶밤드리 노니다가 - 우암사적공원

이 켜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해가 지니 야행등의 불빛이 한층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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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천상인

해돋이도 보고
새벽 국수도 후루룩
대전스토리투어 제5코스 새벽힐링투어

원도심 이야기와 대전의 새벽 풍경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곳. 대전스
토리투어 제5코스 새벽힐링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 새벽힐링투어
는 대청호 수변, 이촌·강촌마을, 금강해피로드, 차윤도 차윤주 정려각, 옛 충남
도청사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새벽에 혼자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이 정말 얼마 만인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도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일찍 깨서 출발지인 옛 충남도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많은
분이 대청호의 해돋이를 보러 도착하셨습니다.
5월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떠, 벌써 세상은 오렌지빛이었습니다. 그래도 해
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해의 기운도 받았습니다. 일렁이는 대청호수를 바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 새벽힐링투어의 맛! 바로 입소문이 자자한 새벽 국수입니다.
솔직히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먹는 새벽 국수가 먹고 싶어서 투어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해돋이를 보느라 잠시 허기를 잊고 있었는데 국수냄새를 맡
으니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습니다. 추운 새벽에 호호 불어먹어서 그런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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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이었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팀은 새벽국수로 부족할까 봐 달걀과 커피도 준
비해주셨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는 안여종 대표의 해설로 더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안여종
대표는 평소 대전의 역사문화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전의 숨은 이야기를

5월의 대청호반길에는 찔레꽃이 만발했습니다. 대전스토리투어에서 만날 수

발굴하는 분입니다. 대전스토리투어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대청호 변의 아름다움입니다. 대청호반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스토리투어가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청호를 미나리로 정화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

습니다.

니다. 미나리는 정화용으로만 쓸 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전시소셜미디어기

대전 사진 찍기 명소인 왕버드나무 군락지에도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 물안

자단과 새벽에 대청호반길을 걸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상

개가 올라올 때의 모습이 장관이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몰려든다고 합니

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더니 온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뜨거운 햇살에 검게 익는 오디들이 반겨주는 새벽힐링투어 대전스토리투어!
새벽힐링투어 외에도 원도심투어, 야간 원도심투어, 반딧불이투어도 있으니
대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대전스토리
투어 사전예약은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투어만 가능합니다.

대전스토리투어-금,토,일요일에 3,000원으로 대전 구석구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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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4월~10월

대

상

여행을 좋아하는 누구나

코

스

원도심 근현대 역사투어, 원도심 휴먼스토리투어, 새벽힐링투어, 야간투어

방

식

버스 또는 도보여행

이용요금

3,000원

예약·문의

042) 252-3305 / 010-3443-9205

홈페이지

blog.naver.com/djst2016

페이스북

www.facebook.com/djstory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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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다
제1회 대전시 블로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김태상

나는 푸른하늘여행이라는 ID로 활동하는 여행 블로거다. 일상이 여행인 여행
블로거니 가족들과도 자주 여행을 떠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족들의
일정이 저마다 바쁘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다.

가족과 함께 기차 타고 대전여행,
소제동 골목길~대동하늘공원

맛있는 먹거리와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여유의 문화가 공존하는 대전. 오랜
만에 가족과 함께 다녀온 대전여행의 감동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하기가 용이한 대전
은 서울에서도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퇴근이나 출장이라면 KTX
가 편리하지만, 여행이라면 낭만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무궁화호가 제격이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무궁화는 하루 18회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1인 1만
600원, 2시간이 소요된다.

소제동 골목, 성심당, 으능정이 거리, 대동 하늘공원의 감성 힐링
대전의 첫 번째 여행지는 소제동 골목길이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 싶을 때 일
상을 치유하는 감성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이다. 대전역 동광장 출구로 나와 작
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그 끝에 닿은 골목들이 이어진다. 그곳이 바로 소제동이
다. 작은 동네지만 여러 겹으로 난 골목마다 정감이 간다. 군데군데 빈 집도 보이
고 그 흔한 벽화 하나 보이지 않지만 70년대의 향수나 감성을 사진으로 담기에
적당한 장소다.
금강산도 식후경. 보통 밥을 먹으러 대전역 길 건너나 중앙동으로 가면 되는
데 대전역 바로 옆에 있는 중앙시장을 구경하면서 걸어가는 코스를 택했다. 중
앙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 안에는 변방갤러리라고 불리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다. 무심코 들어간 시장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은 신선했다.
중앙시장 바로 앞에 있는 하얀색 다리가 대전 원도심의 상징인 목척교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을 통해 여러 가지 색깔로 변신하는데 아이들이 우주선 같다며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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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분점이 있다. 케이크는 본점에서 팔지 않고 여기에서만 판매한다. 1956년 대
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된 성심당은 현재 대전의 문화브랜드가 되었다. 간
판에서부터 자신감을 뛰어넘는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성심당에서는 빵을 시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어서 빵을 먹어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해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대부분
의 빵을 시식해보았다. 전국 5대 빵집답게 빵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모
든 빵이 다 맛있지만 성심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은 단연 튀김 소보로다. 고구
마 소보로가 새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튀김 소보로를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한
다. 우리 아이들도 이 빵이 가장 맛있다고 했다.
성심당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빵은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추
빵이다.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은 세트메뉴를 판매하는 공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대전천 변에 있는 식당 소나무집. 50년 넘게 한 가지 메뉴만을 고집하는 집

인기가 높다. 특히 튀김 소보로는 1980년 5월 20일 출시된 이후, 처음에는 번

이다. 대전에는 이 집 외에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20년 이상 영업을 하는 집들이

호표를 받고 1인당 3개씩만 팔았던 인기 상품이다.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있다. 20년 단골인 소나무집을 가기로 했다. 주인장 할머니와 따님, 며느리
까지 3대가 한 집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
메뉴판엔 오징어국수 단 하나, 보조메뉴로 사리와 공깃밥이 있을 뿐이다. 오
징어를 매콤하게 양념해서 나온 국수는 1인분에 4,000원, 10년 넘게 같은 가격
이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천 원짜리 사리를 추가해 주문했
다. 사리를 먼저 먹은 후 공깃밥을 시키면 맛나게 비벼준다.
두 번째 여행지는 성심당이다. 대전역 맞이방에서는 언제나 고소한 빵 향기
가 난다. 성심당 분점이 대전역에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도착하거나 돌아갈 때
이곳에서 편리하게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빵을 살 수 있다.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아이들은 빵을 먹으러 가자고 졸라댄다. 성심당 본점
은 중앙로에 있다. 대전역에서 전철을 타면 한 정거장 거리지만, 중앙시장을 구
경하면서 걸어가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본점 바로 근처에 성심당 케익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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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성심 당의 대표 빵으로 손꼽
힌다. 성심당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빵은 아이 엄마가 선택한 먹물
빵이다. 이 빵은 여성들이 특히 좋
아하는 빵으로 알려져 있다.
성심당 바로 옆에는 으능정이 문
화거리가 있다. 대전에 사는 지인이
적극 추천한 곳이기도 한데, 대전역
에서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 중간지
점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쉽다. 으능
정이란 은행나무골이란 뜻으로, 예
전에는 큰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다
고 한다.
스카이로드라는 높은 구조물에
서 영상이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데 천장은 비를 막아주는 용도 외에도 저녁 6시부터 화려한 영상을 접할 수 있
으니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명소다.
이 부근의 길거리 음식들은 환희 그 자체다. 1996년부터 새로운 문화행사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다양한 길거리 노점상들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문
화의 거리로 자리 잡았다. 언제 주말에 시간을 내 공연을 보러 오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다.
대전에서 가 볼 만한 여행지 세 번째는 대동하늘공원이다. 대전의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마을에 벽화가 그려진 2007년부터 주목받기 시작
했다. 로맨틱한 야경이 있는 곳으로 데이트를 하는 젊은 커플들이 한 번쯤은 거
쳐 가는 사랑의 명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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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울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감동과 환호로 다가왔다. 우리가 보았던 하늘,
우리가 누볐던 골목길, 그리고 벽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마주할 때마다 묘한 감동과 열렬한 환호성이 일어났다. 그런 감성을 느끼고 나니
대전여행이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김민철의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에 ‘집 나가면 몸이 고생이다.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고생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여행을 통해 이렇게 정
겨운 곳을 접하게 된다면 적당한 방황과 고생, 그리고 낯섦, 그 모든 것은 아름다
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고 몸과 마음 또한 건강해지게 된다.
대전 여행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한 풍경은 대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대
전 원도심의 야경이다. 아이가 물었다. “아빠! 저기에는 누가 살아?” “글쎄, 누가
살까?” “어린 왕자랑 여우가 살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린 왕자를 읽더니, 아이의
눈에는 대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나 보다.
대전의 진정한 매력에 빠진 우리 가족의 여행은 대전 곳곳의 명소와 맛집, 아
름다운 야경으로 감성적인 힐링이 되어 삶의 활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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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손미경

대전의 옛 모습을 추억하다!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조임환 선생 흑백사진전

곱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날. 길가에는 쑥부쟁이 들
국화가 가을 향기 전해오고, 갖가지 씨앗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제28회 대
전광역시 문화상 수상자인 조임환 선생의 흑백사진전을 둘러보며 옛 대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폐창고였던 옛 원동사무소 1층이 깔끔한 분위기의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는
데요. 이곳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임환 선생 흑백사진전 ‘회
상’이 열렸습니다.
이번 흑백사진전은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무궁화 꽃이 피었습
니다>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대전역 주변 길 10만㎡를
주민과 공공미술이 접목된 생활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진행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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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술프로젝트는 1960~70년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생활환경이 매우 낙

닌 으능정이 한가운데에도 시계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후된 대전역 주변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기획됐는데요. 젊은 예술가들이

2013년부터 으능정이 거리엔 초대형 LED영상 아케이드 구조물 ‘스카이로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

가 설치돼 밤마다 화려한 영상으로 젊은이들의 거리로 변신합니다. 최근 원도심

을 꽃피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활성화의 노력으로 문화가 더해져 ‘근대문화예술특구’라 불리며 대전의 대표 문

그런 의미에서 조임환 선생 흑백사진전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디지

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엔 흑백사진을 만나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양

한겨울 시장 골목 찬바람에 꽁꽁 언 몸을 데워주던 따스한 연탄불. 중앙시장

한 세월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을 흑백사진만 찍어 오신 조임환 선생

상인들의 몸을 데워주던 유일한 1등 공신이었죠. 북적이던 낮 시간의 중앙시장

은 정이 듬뿍 담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만을 모았습니다.

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골목을 순회하는 책임감 가득한 경비원 아저씨의 뒷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대전역 이야기’, ‘대전 원도심 이야기’, ‘추억의 고향’과
같은 원도심의 풍경과 인물 등 옛 대전을 회상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특별한 감동
을 주고 있습니다.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전에서 가장 번화한 은행동은 대전의 원도심이라 불리며 도
심지 내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지금도 저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과 친구와의 우정이 떠오르는 고향이 있으시

80년대까지 대전 상권의 중심역할을 해 왔던 중앙데파트. 1974년에 준공된

죠? 마음에 새겨진 고향, 꽃 피고 새 울던 고향은 언제부터인지 개발이라는 명목

중앙데파트는 대전 목척교를 가운데로 두고 대전천 복개 위에 세워진 대전 최초

으로 빽빽한 회색빛 빌딩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술마을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동구 소제동. ‘구 소제동 사람들’이란 제목이
붙은 사진엔 2016 대전 기네스에 오른 대창이용원의 모습을 비롯해 소박하고 정
이 많았던 사람들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제동은 최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재생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
에서도 소제동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20~30년대에 지은 철도 관사촌, 허름한 주택가, 좁은 벽화골목, 예술가
들의 창작공간이 모여 있는 소제동은 20세기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
지만, 현재는 ‘솔랑시울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 예술가와 해외 작가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타지의 여행자들에겐 볼거리가 많은 골목
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날이면 으레 만남의 장소였던 옛 으능정이 시계탑. 대전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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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화점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전 사람들에겐 많은 추억을 선사했던 공
간이었습니다.
홍명상가와 마주하며 대전천을 덮고 그 위에 우뚝 세워진 중앙데파트는 대전
발전의 상징으로 수많은 청춘에게 추억의 장소로 기억됐습니다. 대전 도심 한가
운데를 가로지르는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자 8층
짜리 중앙데파트는 2008년 10월 8일, 3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졌습니다.
대전역과 중앙시장을 잇는 통로로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여러 차례 이용했
을 정도로 친숙했었던 대전역 보도육교. 생필품과 농산물 좌판이 성행했던 육교
위아래.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건너다닌 육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
췄습니다.
동구 정동 1번지. 대전역을 배경으로 이별의 아픔을 그린 ‘대전블루스’, 대전
발 영시 오십분. 1905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한 대전역에 얽힌 사연은 참 많습니
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대전역 광장은 넓고 비둘기도 많이 살지요. 봇짐을 지
고 대합실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역 광장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할아버
지. 그 옆의 할머니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당시 대전역을 지나던 행인들은 많
이 봤을 광경입니다.
나무 중 으뜸인 소나무는 대전광역시의 시목입니다. 운무 가득한 소나무 군
락지 풍경은 마치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늘 푸른 바늘잎을 가진 소나무처럼 울창
하게 오래도록 발전하는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흑백사진은 또 다른 깊이가 있는 아름다움으
로 남다른 울림을 줍니다. 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창작해낸 ‘대전역 이야
기’, ‘대전 원도심 이야기’, ‘추억의 고향’ 등 조임환 선생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그 옛날의 대전 원도심에 대한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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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고혜정

짜잔! 이곳이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 옛 엑스포과학공원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저건 뭘 짓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지난 9월 25일, 그 비밀
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시설인 ‘스튜디오

국내 최대 드라마·영화촬영장
스튜디오 큐브 개관!
영화배우 현빈의 손도장까지

큐브’가 문을 열었거든요.

특수시설·특수효과 스튜디오,
다목적 야외촬영장 갖춘 영상 콘텐츠의 산실

니다.

이미 송승헌과 고아라 주연의 드라마 ‘블랙’과 현빈 주연의 영화 ‘창궐’, 강동
원 주연의 영화 ‘인랑’이 이곳에서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배우들이죠? 대형 크레인과 대용량 특수조명 장비, 초고화
질의 초고속 카메라까지 갖춘 이곳에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벌써 기대됩
‘스튜디오 큐브’의 개관식은 25일 오후 3시에 시작했습니다. 평일임에도 저처
럼 관심을 두고 달려온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영화배우 현빈을 보기
위해 날아온 일본 팬들도 있었답니다! 대단하죠? 이 열혈 팬들 덕분에 한류스타
현빈의 인기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문화콘텐츠가 차지하는 위상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게다가 대전이라니! 예로부터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어 전국 방방곡
곡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큐브가 위치한 이 자리는 1993년 대전엑스포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과학 꿈나무들이 첨단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엑
스포과학공원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이 2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무상으
로 내놓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스튜
디오 큐브’를 찾는 배우와 촬영진들, 또 그들을 따르는 팬들의 숙박과 식사까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대전에서 해결될 텐데요, 하루빨리 대전이 미국
할리우드 못지않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큐브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위해 무소음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춘
4개의 일반 스튜디오와 특수시설·특수효과 스튜디오, 다목적 야외촬영장,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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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보안 문제로 섭외하기 어려운 법정과 교도소, 공
항, 병원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설의 내부까지 깔끔하게 완
비되면, 방송국처럼 일반인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 큐브에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또 대박 나길 모두가 마음 모아 기원했습니다.
드디어 영화배우 현빈의 핸드 프린팅 시간!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핸드 프린
팅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데다, 그 주인공이 현빈이라니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

스튜디오 큐브 개관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

니다. 김성훈 영화감독도 함께했는데요, 두 사람은 영화 ‘공조’에 이어 ‘창궐’에서

여러 내외빈도 자리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스튜디오 큐브는 ‘S 큐브’라고

도 같이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큐브에서 촬영한 제1호 영화가 될 ‘창

도 불린다”라며 “저는 그 ‘S’가 스마트, 사이언스, 스페셜 등 다양한 뜻을 담고 있

궐’, 사극 액션 블록버스터라는데 벌써 기다려집니다.

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인상적인 축사를 남겼습니다.

핸드 프린팅에 이어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오색 폭죽

잔치에는 풍악과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이날 행사에서는 국악 퓨전 그룹

처럼, 스튜디오 큐브를 통해 만들어진 드라마와 영화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이 추억의 드라마와 영화음악을 들려줬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OST는 다시 들

곳곳을 누비겠죠? 메이드 인 대전 스튜디오 큐브! 출생 작마다 꼭꼭 챙겨봐야겠

어도 가슴이 설렜는데요. 가야금과 거문고, 해금 선율을 들으며 맛보는 시루떡과

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갈 한국 드라마·영화의 든든한 산실 스튜

커피는 꿀맛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고 세워진 만큼, 스튜디

디오 큐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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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명배우가 대전에?
화폐박물관
세계의 기념주화전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세계의 기념주화전이 화폐박
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화폐수집
전문업체인 풍산화동양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희귀하고 색다른 기념주화
3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캐나다의 ‘메이플 포에버’ 에나멜 삽입 1㎏ 은화, 니우에 ‘피렌체 두오모 돔
프레스코 천정화’ 1㎏ 색채은화, 니우에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
사, 안나, 울라프, 크리스토프와 스벤이 등장하는 색채은화 등 희귀하고 색다른
기념주화가 전시됐습니다.
기념주화는 스타워즈, 영화&인물, 캐릭터, 福(행운), 십이간지, 특이주화, 동
물, 식물, 명화 등 9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전시됐습니다. 또 2017년 정유년(丁酉
年)에 발행된 ‘닭의 해’ 기념주화 11점도 소개됐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 고가의 기념주화들이 많아 보험도 가
입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띈 주화는 투발루 ‘찰리 채플린 데뷔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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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자처럼 보이는 ‘피자 은화’에도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은화는 생김새만으로도 맛있는 피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런
데 말입니다. 실제 이 은화는 케이스를 열면 피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정말 신
기하지 않으신가요?
캐나다 ‘양의 해’ 1kg 색채 은화는 예술성이 뛰어나고 가장 섬세한 작품이었
습니다. 은화에 이렇게 섬세하게 작품을 새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계의 기념주화전에서는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도라에몽, 스타
워즈, 이소룡, 할리우드 명배우, 자수를 수놓은 주화 등 다양한 주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 만한 화폐들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제작된 세계의 아름다운 화폐를 만날 좋은 기
회이니 주말에 가족과 함께 화폐박물관에서 색다른 문화체험을 즐기세요.
그리고 꼭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주화들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주화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던 것
들이 보여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 야외 활동하기가 힘든 날은 화폐박물관을 견학하는 것도 좋을 것
은화였습니다. 이 은화는 움직이면서 봐야 하는데요. 움직임에 따라 채플린 특유

같습니다. 기념주화 특별전시도 열리고 방학 맞이 프로그램도 운영되니까요.

의 절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우에 ‘피렌체 두오모 돔 프레스코 천장화’는 피렌체 두오모 돔 프레스코 천
정화를 그대로 재현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주화였습니다. 전

화폐박물관

세계에 총 50개가 발매됐으며, 우리나라에는 2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렵게 전

홈페이지

museum.komsco.com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안

내

042) 870-1200

문

의

1577-4321(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시된 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념주화전에 전시된 콩고 ‘치타 DNA 삽입 은화’에서도 독특한 점을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 콩고 ‘치타 DNA 삽입 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타 옆에
자리한 기다란 막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막대에 안에는 실제로 콩

개관시간

오전10시 ~ 오후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관람료

무료

고 치타의 DNA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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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조르르 숨더니, 다시 호기심 반짝이는 눈으로 낯
선 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기 고양이. 골목을 찾은 낯선 이의 호기심과 어린
고양이의 호기심이 맞닿는 이 순간, 곳곳에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詩’가 은은한

시 읽는 골목
‘대전 중동’,
보통의 시간을 새기다
중동 작은 미술관 <보통의 중동> 프로젝트

빛으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조금 특별한 생명체들은 골목의 빳빳한 기운에 온기를 뒤섞어주며 각자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골목이 ‘문학의 숲’이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익숙하게 자리 잡은 예쁜 선물들. 내심 초조했을 눈빛이 카메라 렌즈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대전의 시인들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중동’에 머물며 써 내려간 시들은, 작
은 골목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욕심부려 치장하지 않은 보통의 집들이 소박하
게 내려앉은 골목은 애정 어린 손 글씨로 쓰인 ‘시’로 인해 ‘시 읽는 골목’이 되었
습니다.
‘중동 작은 미술관’과 함께 진행된 <보통의 중동> 프로젝트. 시와 만나는 골목
에서의 행복한 작업으로 기억된다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이야기. 수많은 시간

비구름이 지나는 날, 물기 가득 머금은 공기를 마시며 골목을 찾아 헤맸습니
다. 추위도 가신 날씨인데 동네엔 함께 걷는 이가 드물었죠. 습기 찬 도로의 이물
질들을 가르며 조용히 달리는 차들,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옛 느낌 진득한
방앗간도 지나고, 문틈으로 좁은 실내가 보이는 여인숙도 지났습니다. 건물마다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낡은 문과 광택을 잃은 창들. 그리고 쉬이 보이지 않는
골목의 선물.

안에서 중동의 풍경을 담고, 이곳을 찾는 이의 표정을 비추고, 이제는 ‘시’의 언어
를 새긴 창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보통의 품을 보입니다.
문학 역시 예술이죠. 예술의 결이 미술이 되었든 문학이 되었든, 그것이 삶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온몸으로 환영한다면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후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집구석 어딘가에 있을 시 한 편을 읊조리는 삶.
동트기 직전 새벽녘, 달빛도 까무러진 사위에 스산해지는 마음을 ‘시’가 다독이는

사실 특별한 선물이 있는 골목을 찾는 일이 그리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

작은 일상.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걷는 골목에서 ‘시’를 목전에 두고 무연하게

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들은 어디로든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걷고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파문이 이는, 예술로 인한 삶

골목이 아니면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 방향을 틀어 또 다른 골목을 마주하면

의 작은 변화는 제 일생 꾸준하고도 소박한 꿈이기도 합니다.

되는 일이죠. 열려 있는 골목 문을 이리저리 통과하다 보니 어느새 느낌이 오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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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시계

시간을 새긴다

이제는 다른 숲

계절 쌓이는 소리를

다른 겨울나기를 하고 있을 너에게

숲이 기억한다
나이테는 울림을 머금는다

다시 무언가 새긴다면

서져 내리는 언어의 꽃. 선물 같은 골목의 어귀에서 그 끝으로 향하는 내내 간질
거리던 발끝은 아쉬움을 말하던 것이겠지요.

시간 새기는 숲

어릴 적 눈 밟는 소리

어쩌면 좋을까요. 중동의 ‘시 읽는 골목’은 제 그림과 사진과 가슴에 품고 있

점점 아늑해지는 난로 옆

는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낸 글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채워지지 않

장작 타는 소리로 변하고

은 한 줄기를 <보통의 중동> 프로젝트 중, ‘보통의 만남’과 ‘보통의 헤어짐’을 구상

시간 또한 다르게 새겨진다

하여 쓴 시로 달랩니다.

시간 너와 함께 기억된다

우린 둘이라는 것만 기억하겠다

보통의 시간을 새긴 중동, ‘시 읽는 골목’이었습니다.
함께 눈 밟는 소리
서로에게 공명된다

<보통의 중동> 프로젝트

그때

<보통의 중동>은 특별한 것도 모난 것도 없는 ‘보통’을 발견하기 위한 중동 작은 미술관의 첫

겨울 소리 예쁘다 외쳤다

번째 프로젝트다. 특별할 것 없지만 특별한 언어인 시어(詩語)로 대전 동구 중동의 일상을 이야
기했다. 2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중동을 담은 시(詩)를 쓰고 시인들과 합평한 후 골목길에 시를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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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교육문화놀이터
청춘학교
배움의 한, 여기서 풀어요
청춘과 청춘이 만나는 교육문화놀이터
배움의 욕구를 열정으로 해소하다
치기 어린 젊음만이 청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생의 온 감각을 역동시키려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물리적 나이를 떠나 청춘(靑春)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무리일까요?
지금 소개할 곳엔 늦은 나이에도 청춘이 되고자 애쓰며 살고 계신 분들의 열
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청춘학교’의 설립도 가능
하지 못했겠죠. 배우지 못했다는 ‘한’을 가슴에 품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 계
시는 어르신들에겐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청춘학교’가 희망입니다.
늦은 오후 4시 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온 전성하 청춘학교 교장의 홍조
가득 띤 만면엔 어르신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이된 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
쁘신 듯 어르신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교실에 전성하 교장의 필체가 정겹게 담
긴 초록색 칠판이 보였습니다. 마치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어르신들에게 끝까지
배움에 관한 열정을 놓지 말아 달라는 당부로 여겨집니다.
“어머님들 하시는 교육을 문해교육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글씨를 알게 해주
는 단계에만 치중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의 기초지식을 포함해서 교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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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 열정을 불태웁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의 시작은 ‘배려’입니다. 다만, 재정적
인 고충과 자원봉사를 하실 선생님들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는 청
춘학교. 부족한 교육봉사자들에 대한 해답을 또 다른 ‘청춘’에게서 찾았습니다.
바로 학생들이죠.

두 세대 ‘청춘’이 만나다
청춘학교의 공간엔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청소년교
육문화공동체 ‘청춘’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광장캠프, 청소년 문화배움터, 청소년
예술난장과 같은 열려있는 현장, 청소년들의 학교 밖 건전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곳은 두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입니다.
열정의 청춘공동체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화합합니다. 평일 낮엔 어르신들이
어요. 은행입출금, 동사무소증명서 떼는 일 등도 가르쳐 드립니다. 초등학교, 중

‘문해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

학교 의무교육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문해교육 범주 안에 넣은 거죠.

게다가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장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했던 분들의 갈증은 그 누구보다 더 심하죠. 한이 된 거니까요.”

‘성인문해교실’의 어르신들은 평일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성인교사의 도움을 받

청춘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개의

아 수업하고, 주말엔 ‘청춘’ 청소년들의 학생이 되어 1:1로 수업을 받습니다. 청

치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 사실 여기 청춘학교에서만 진

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느끼는 보람과, 그들의 열정이 듬뿍 담긴 가르

행되는 건 아닌데요. 주변의 다른 곳들을 마다하고 신탄진, 유성, 산내, 진잠 등

침을 받는 어르신들의 고마움은 시너지 효과가 되어 ‘청춘의 장’에 활력을 넣습니

거리가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이곳 대흥동 청춘학교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

다. 두 세대의 만남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

“시민대학에서 초등학교 과정, 평생학습관에서 중학교 과정을 해요. 거기도

술놀이터로 오래도록 남고 싶은 이곳의 희망은 ‘관심’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열정

무료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배우

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기에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청소년

는 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냥 가는 거예요. 특히 30명씩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이

교육문화공동체 ‘청춘’과 어르신들의 못다 한 배움의 한을 풀어줄 ‘청춘학교’가 밝

제 막 배움을 시작하신 노인분들에게 맞지 않아요.”

은 희망 속에서 꾸준히 아름답길 바랍니다. 많은 분의 관심도 함께 반짝이길 기

청춘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한’과 배움에 대한 큰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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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손미경

산림청 ‘숲사랑체험관’ 방학특강!
생태계 먹이사슬을
놀이로 공부해요

때 이른 폭염에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계절. 따가운 여름 햇볕에 기온
은 연일 높아가지만,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산림문화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숲사랑체험관에서 운영되는 ‘여름방학 특강’인데요. 여
름이 시작될 즈음 대전 시내 초등학생 15명 내외로 사전에 미리 신청받아 실시되
는 특강으로 매회 2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놀이로 배우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 먹이그물
생태계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공간에는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
져 살고 있습니다. 푸르름이 최고조에 달한 정부청사 숲에서 여름만의 놀이와 소
리로 생태계를 이해하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의미를 알아보는 ‘놀이로 배워
보는 수업’으로 재미나게 놀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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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빨리 짝을 맞춰 서로 부둥켜안고 머릿수를 맞춥니다. 이쪽저쪽 갈 곳을 정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홀로 남는 아이도 있습니다. 머릿수가 틀리면 게임에서 지
게 됩니다. 먹고 먹히며 여러 번 되풀이 할수록 재밌습니다.
●개구리와 뱀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해도 재미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원 안에
술래(뱀)를 정해 세운 다음 손수건으로 술래의 눈을 가립니다. 술래는 개구리를
잡아야 하며, 원을 그린 개구리들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협동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놀이입니다. 술래에게 잡히는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됩니다. 도심 속 느
●지팡이를 잡아라
여름방학특강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지팡이 하나씩을 선물 받고 좋아합
니다. 땅에다 둥글게 원을 그어 생태계를 만든 다음, 규칙에 따라 하나씩 무너지

티나무 숲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배우는 시간은 정
말 재미납니다. 피로회복제이자 보약보다 더 좋은 숲에는 나무들이 건강한 공기
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는 놀이로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 하나씩 받은 나무지팡이를 들고 둥글게 그려진 원 위에 섭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앞사람의 지팡이를 잡는 놀이로, 지팡이를 잡지 못
하면 아웃됩니다. 아웃된 사람은 경기를 할 수 없으며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넓
어집니다. 이 놀이를 여러 번 되풀이 하다 보면 마지막엔 2명이 남습니다. 남은
두 명으로 계속 경기는 이어집니다.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쉽게 지팡이를 놓치
지 않네요. 결국은 선생님이 경기를 종료해 둘 다 우승자가 됐습니다. 정해진 규
칙을 지켜가며 놀이를 하니 재미는 더해지고 친구와 우정은 더욱 돈독해집니다.
●둥글게 둥글게!
푸른 잔디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에선 내리쬐는 햇볕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 더욱 신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랏!”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다가 선생님의 ‘세 명! 다섯 명!’ 짝을 지으라는 호령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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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놀이체험
아이들에게 활쏘기는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전통놀이로 조상의 얼과 지혜를

숲속 놀이는 ‘야외숲체험교실’에서!
부채 만들기는 ‘숲사랑체험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차세대 양궁 꿈나무들의 금메달을 향한 질주! 뾰족한 화살을

숲속에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놀이로 배워본 시간은 움직임이 많았지만, 숲

활시위에 끼워 자세를 바로잡고 과녁을 향해 시위를 힘껏 당깁니다. 내가 쏘아

사랑체험관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해 한지부채 만들기 체험을 해봅니다. 부채에

올린 화살이 과연 과녁을 맞힐 것인지 힘을 준 손은 땀이 흥건합니다. 한국 양궁

마른 야생화 꽃잎을 붙여 예쁜 꽃부채를 만듭니다. 핀셋으로 꽃잎을 한 장씩 부

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모습입니다.

채에 얹어 밑그림을 완성한 다음 풀을 붙여 고정합니다. 남자아이들의 세심함에
선생님도 놀랍니다. 예쁜 꽃을 붙여 만든 이 고급스러운 부채를 누구에게 선물할

활쏘기보다 훨씬 수월한 새총 쏘기는 도토리를 고무줄에 끼운 후 길게 잡아
당겨 힘껏 튕기는 놀이입니다. 멀리까지 도토리가 날지 않고 바로 코앞에 떨어지

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주는 한지 꽃부채. 고사리손으로 만든 한지 꽃잎부채
가 올여름 누군가에겐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는 횟수가 잦아도 재미있습니다. 멋진 폼으로 고무줄을 길게 당길 때마다 도토리

2017 여름방학. 무더운 여름을 몸으로 이겨내며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신나

가 멀리 날아갑니다. 여자아이들도 질세라 있는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기다 보니

는 놀이로 익히다 보니 두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

어느새 모두 선수가 되었습니다. 도심 속 숲에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놀이로 배

한 생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작은 곤충 한

워본 시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특별한 경험을 해본 날입니다.

마리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숲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몹시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 특강으로 애써주신 부여 국유림관
리소·대전충남생명의숲 숲해설가 이복순 선생님, 이현숙 선생님, 권정숙 선생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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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경숙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골목에 있었
던 게스트하우스 ‘산호여인숙’을 기
억하시죠? 여인숙 건물이 갤러리와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해 여행자가 잠
시 머물거나 대흥동의 다양한 문화
예술인이 교류하는 공간이었는데요.
저도 2014년에 관저동의 청소년들
과 1박 2일 대흥동 원도심 투어를 하
며 머물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의 공간이 사라져 아쉬웠는데
산호여인숙을 운영하던 송부영, 서
은덕 부부가 대전역 건너편 골목 구
석에 또 다른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석으로부터’라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복합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
‘구석으로부터’는 옛 ‘산호여인
숙’을 운영하던 송부영 대표가 발견

대전복합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
구석에 있는 존재도 문화랍니다

하고 나무시어터 등 문화예술인들의
품이 보태져서 멋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전시 동구 정동
의 한약과 인쇄소 거리 골목에 위치
한 옛 대전정동교회 건물에 만들어
졌는데요. 1966년에 지어진 교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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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소통하며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호여인숙이 대
흥동을 거점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호여인숙은 2011년부터 약 5년간 대흥동의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교류하
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험해보는 장소였습니다. 산호여인숙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듯 구석으로부터도 그간의 활동들이 기반이 되긴 하겠지만, 의식적
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구석으로부터’라고 이름 지은 것도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된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가 있길 바라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로 전시와 공연, 회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의 문화
물로 1992년까지는 대전정동교회로 사용하다가 최근까지 인쇄 창고로 쓰였습

예술 공연이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거나 보는 것으로 기획됐었다면, 이곳

니다. 옛 대전정동교회 건물은 유일하게 대전에서 50년이 넘은 교회 건물로 이런

에서는 공연을 펼쳐나가는 사람과 관객 등 그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장소를 찾아낸 송부영 대표의 눈썰미도 한몫했는데요. 지인을 도우러 정동에 갔

나가도록 합니다. 서은덕 씨는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다가 빨간 벽돌 건물을 발견하고는 골목을 빙 돌아 살펴봤다고 합니다.

즐기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타 지역에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당시의 감

산호여인숙 마무리 시점에 ‘다시 시도해볼 공간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

동을 회상했습니다.

정동교회 건물을 생각해내고는 주인을 수소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창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이나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잠깐 투어형식

였지만 1층에 인쇄업을 하는 건물주의 건물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기에 외관 등

으로 오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도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비가 왔는

현장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크게 손대지 않고 문화예술로 사용하겠다는 말에 임

데 양철 지붕에서 나는 빗소리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노래를 불렀고

대를 흔쾌히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송부영 대표는 인쇄소 창고 물건들을 정리할

제가 아코디언으로 답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 자체가 아늑하고 서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몇 번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짐을 함께 나르고 도우면서

로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분명 그분들이 탐방을 오셨지만 소비되는 시

건물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가기도 하고 그 안의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

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일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서로 이야기 나

누었다고 합니다.

누고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건물주와 관계 맺은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공동체의 강점은 생활의 작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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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운영
구석으로부터는 운영자가 주인
이 아닌,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간 안
에 존재하는 사람 자체가 주인이 되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시 때는 자발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공연을 유료화함으로써 공동체, 문
화, 예술을 생산해 내는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
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
하지 않고 공간과 공연, 행위를 지지

특화 거리가 있지만 공동체들의 공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구석으로부터의 탄

해주는 만큼 가치를 지급해 준다면

생부터 도움을 준 ‘원도심레츠’도 대흥동에서 바로 옆 건물인 우승사 2층에 카페

공간이 유지되면서 문화가 생성된다는 취지입니다.

공간을 만들어 이사했는데요. 음료뿐만 아니라 쉼과 배움이 있는 공간으로 한밭

‘구석으로부터’는 이름 그대로 구석에 있어 들어가는 길목을 잘 찾는 게 관건
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20여 분을 헤맨 끝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산호여인
숙의 경우에는 찾기 어려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구석으로부터는 구석
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송부영 대표는 “구석으로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돌아보면 찾을 수 있
다. 삶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레츠 회원의 경우엔 지역 화폐 두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회원의 경우에는 현금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근처에 있는 옛 중동주민센터 건물에 ‘청춘다락’이 입주해 27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공간과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함께 이전해 청년
과 마을활동가들의 발걸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같은 구석에 있는 존재도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대
중, 주류 그런 문화가 있고 저희 같은 공간과 공동체가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문
화가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소수도, 다수도 만족할 수 있는 문화가

중앙동의 공동체들
대흥동에 비해 정동, 중동을 비롯한 중앙동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전역과 중앙시장 건너편에 한약 거리와 인쇄 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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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은덕 씨의 바램처럼 중앙동에도 공동체 등 여러 문화 공간들이 생겨나는
만큼 다양한 문화를 즐기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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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경숙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 기획한
2017 관저청소년문화제
<그래, 우리같이 놀아보자>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2017 관저청소년문화제 <그래, 우리
같이 놀아보자>가 지난 8월 11일에 열렸습니다. 청소년문화제는 다른 문화제와
달리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행사 진행, 마무리까지 함께해 의미가 컸습니다.
대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7일 관저동 고등학생들은 문화제 준비를 위한 첫 기획 회의에 참여합니
다. 진행을 맡은 학생, 문화예술기획자가 되고 싶은 학생,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등 각자의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가 많은 것을 배우는 특별
한 기회였지만, 아이들이 단지 배움을 위해서만 청소년문화제를 기획한 건 아니
었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면
어김없이 관저동 품앗이카페로 모여 기획회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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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제를 기획하다
청소년교육공동체 ‘꿈앗이’ 이향숙 대표와 아이들의 만남은 우연히 이뤄졌습
니다. 어느 날 이향숙 대표는 “춤을 추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위해 동네 공유 공간을 찾으면서 그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어 아이들은 “무대에 서고 싶은데 혹시 저희가 설 무대가 있을까요?”라며 물어
왔고, 관저동 플리마켓 ‘관저올래’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향숙 대표는 아이들이 복수동과 정림동 마을 축제 무대에 오르며 즐거워하는 모
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대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한 어른의 귀 기울임이 아
이들을 무대에 올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축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향숙 대표가 소속된 관저동 청소년교육공동체 꿈앗이는 입시제도 속에서
학교에만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숨을 쉬고,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즐겁게 무언가
를 할 수 있다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더라
도 PC방을 가거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꿈앗이 엄마들은 아이들
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작당하는 것에 아낌
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인 관저동은 단절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이기에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 만

청소년문화제 ‘그래, 우리같이 놀아보자’

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이 많았고, 마을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오케스

댄스, 보컬, 밴드 등 11개 팀이 이번 청소년문화제 무대에 올랐습니다. 돋보

트라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관저동의 특별한 점은 각 공동체

이고 싶을 만도 한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

가 관저공동체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서로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청

획 회의 때부터 아이들이 원한 건 설 수 있는 무대와 등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년이 문화제를 기획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공동체들이 함께 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급되는 상장이었습니다. 참 소박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이춘아 대표는 아
이들에게 그간의 노력을 칭찬하는 상장을 전달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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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공연과 경연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모든 참여자가 상을 받았다”라며 “다
른 곳이랑 달리 응원이 되었고, 모든 참가자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
했습니다. 서일고등학교 2학년 김정준 학생은 마을 어른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알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요.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청소년문화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함께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이들과 공동체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댄스연습을 위한 공간입
니다. 어렵게 사용했던 학원이 일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공간을 개방할 수 없게 되
었기 때문입니다. 기획 회의와 무대공연을 함께 했던 서일고등학교 2학년 홍녕
기 학생과 친구들은 댄스동아리 외에도 ‘수동아리’ 봉사 활동으로 매주 토요일 관
저동 동서남북도서관에서 중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봉사
활동을 하면서 먼 곳으로 연습을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 어른들이 있기에 더 멋진
활동과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관심과 지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 그동안 얼굴만 알고 지내던 지역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각 마을 공동체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마을 안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이 마을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이날 아이들은 “내년에는 자신들이 청소년문화제를 이끌고 어른들이 보

‘그래, 우리같이 놀아보자’ 청소년 기획단

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큰

구봉고 이정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일고

김정준, 김준호, 박한종, 소영훈, 유진호, 이재강, 정진우, 최은혁, 홍녕기

서일여고 김선민, 이세림

이날 댄스 분야에 참여한 서일고등학교 2학년 정진우 학생은 “다른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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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력보다 8배나 좋다는 맹금류 ‘매’. 사냥할 때 하늘 높은 곳에서 320
㎞에 이르는 속도로 급강하 해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이 참 장관인데요. 이런 무시
무시한 매를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고, 때로는 가족처럼 소중히 돌보는 사람이 있

박용순 응사
한국 전통매사냥 공개시연
옹골차네 옹골차~

습니다.

한국전통 매사냥 보유자, 박용순 응사 시연회장에 가다

고 시연회장으로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있네요.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들도 있

바로 박용순 * 응사(대전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보유자)인데요. 3월 18일
‘제14회 2017 한국전통 매사냥 공개 시연회’가 있어서 그가 있는 이사동 고려응
방을 찾았습니다.
이사동 시골길 작은 도로를 따라 방송국 차량과 사진작가들이 카메라를 지니
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매를 손목에 앉히고 기념촬영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
다. 시연에 앞서 박용순 응사가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와 관련된 역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고려 시대에는 매를 관리한 곳을 응방
이라 했습니다. 응방의 역사는 400여 년이나 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
은 전통 매사냥은 201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
다. 박용순 응사는 2000년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기능보유자
로 지정됐습니다.
옛말에 ‘*시치미를 떼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꼬리에 달린 시치미
를 떼고 자기 것으로 달고 나서 우긴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나쁜 짓을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능청 떨 때 쓰이는 말입니다.
또 매가 잡은 꿩은 바로 빼앗지 아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빼앗으면 매가 꿩 생각이 나서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
게 한 뒤 준비한 닭고기로 유인하여 꿩을 치우고 닭을 대신 주는 것에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탄생했습니다. ‘꿩 먹고 알 먹는다’와 ‘드나드는 개가 꿩을 문다’
라는 비슷한 속담도 전해져옵니다.
“시치미 떼다, 옹골차다와 같이 매와 관련한 속담도 있죠. 맹금류를 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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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응하여 가끔 볼 수 있는 맹금류입니다. ‘검독수리’는 가장 큰 * 검수리인데 무
게가 약 20㎏ 정도이며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2m가 넘습니다.
본행사로 박용순 응사가 ‘해리스매’를 주인공으로 세워 고궁 호출 비행을 선
보였습니다. ‘해리스매’는 미국 남부나 칠레지역에 서식합니다. 또 참매로 전통
봉사냥과 * 뜀밥, 날뜀박, 줄밥, 꿩 사냥을 시연했습니다. 이날 참매는 발에 묶여
있던 줄을 잘라 자연으로 방사했습니다. 궁금해서 옆에 있던 전수자에게 물어봤
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참매는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자연에 적응이 안 되어 근처에 며칠
간 있다가 멀리 갈 것입니다.”
박용순 응사가 송골매로 고궁 선회비행을 선보이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
져 나왔습니다. ‘송골매’는 발톱과 주둥이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날카롭고 재
빠르게 날개를 펴서 꿩이나 비둘기를 사냥하는 맹금류입니다. 흑진주의 눈을 가
진 매우 귀여운 맹금류이며, 매 중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하늘에서 날다가 먹
이를 발견하면 수직하강합니다.
전수자 유지영 씨는 ‘황조롱이’와 함께 날밥 부르기, * 멍텅구 시연, 메추리사
냥을 시연했습니다. 이날 시연회는 대전무형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
리였는데요. 이사동에 오시거든 고려응방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에 가까이 볼 수 없지만, 오늘은 가능합니다. 이곳 촌구석까지 오셔서 감사합니
다.”
이날 식전행사로 참매와 황조롱이, 검독수리 시연이 있었습니다. ‘참매’는 천
연기념물 제323-1호로 지정된 새로, 흰색 눈썹이 선명하고, 눈동자에 노란 테두

*응사 사냥에 쓰이는 매를 맡아서 기르고 부리는 사람
*시치미 매의 꼬리깃에 매주인 인적사항을 적은 인식표를 말함
*검수리 흔하게 검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은 대머리를 뜻함
*뜀밥 손밥 먹이기
*멍텅구 인조 미끼를 말함

리가 있습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새로, 도심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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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승중 하나인 ‘비룡동 줄골장
승’을 미리 찾아갔습니다. 음력 정월대보름은 농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죠.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 행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해 농사의 풍작과 주

대전세시풍속, 비룡동 줄골장승이
가슴에 찬 것은 무엇?
마을에 눈은 내리고, 가슴에 이야기는 쌓이고

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입니다.
비룡동 돌장승을 찾아가려면 옥천으로 가는 옥천로에서 동신고등학교를 지
나 좌측 대청호 쪽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대청호수로 길을 따라 약 550m 정도
오르면 낮은 언덕 좌우에 ‘비룡동 줄골장승’이 있습니다.
남장승의 높이는 2m 정도로 장승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 새겨져 있
고, 서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여장승의 높이는 1.7m 정도로 ‘지하대장군(地下
大將軍)’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 장승은 약
200년 정도 됐는데요. 15여 년 전만해도 두 장승은 2.5m의 간격을 두고 서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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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나갈 때 저도 같이 가도 되는지요?”
“그렇게 하세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조금 떨어진 도로 모퉁이에 있는 선돌 앞에서 예를
드리고 비룡동 장승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 눈이 내려 가끔 차량이 지나
갈 때마다 수신호를 보내어 천천히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농악팀이 남장승과 여
장승에게 예를 드리고 마을회관으로 향하는데 하얀 눈이 소곤소곤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한밤에 농악팀은 추위도 모르고 눈이 쌓인 마당
에서 흥겹게 연주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계시던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다 같이
흥겹게 춤을 추자 대보름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후 11시 50분이 되자 추진위원 두 분이 큰 빗자루로 길가의 눈을 깨끗하게
비룡동 마을은 63가구에 198명이 살고 있으며, 장승3기, 공동우물 3곳, 고목

치웠습니다. 농악팀이 풍악을 크게 치면서 앞서 가자 제래 음식을 든 추진위원들

3그루가 있습니다. 줄골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 전날이면 약 200여 년 전부터 해

이 뒤를 따라 장승이 위치한 도로로 향했습니다. 비룡동 장승이 보이는 버스 승

마다 장승제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참여하여 풍물을 치면서 4번 돌고

강장 앞 도로변에 돗자리를 깔고 제례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번째는 제당으로 가서 제향을 올립니다. 제례 후 장승에게 음식을 바친다는 뜻

* 소지를 올리고 나서 여장승과 남장승 그리고 도로변에 술을 올리고 * 재배를

으로 짚으로 엮은 주머니에 떡과 과일 등 음식들을 넣습니다. 또한, 이곳은 장승

드렸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모두 무릎 꿇고 축문을 낭독한 후 재배를 드리고 장승

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장승배기라고도 합니다.

에게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개인별로 소지를 올리고 나서 짚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마장승 만들기, 풍물체험, 투호놀이, 윷놀이, 새끼꼬
기체험, 달집에 소원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비룡농악, 풍물

으로 엮은 주머니에 떡을 넣었습니다. 길 건너 바닥에 괭이로 파서 음식을 묻고
나서 * 음복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및 사물놀이, 민요, 고전무용, 달집태우기가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사가 종료되어 주민들만 마을회관에서 대화를 나
눴습니다. 최병렬 추진위원장과 어머님들, 추진의원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민이 아닌 사람은 우리 부부만 있었습니다. 밖에 하얀 눈이 내리는 동안 농악
팀은 벌써 마을을 돌면서 흥겨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마을을 한 바퀴를 돌고 오셨네요.”

*소지 소지(燒紙)는 한지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것을 태워 부정을 방지하는 행위
*재배 두 번을 절함
*음복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먹음

“예! 12시에 거리제 행사 전에 몇 차례 마을을 돌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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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대표작가들의 육필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가들에게 이런 모습이?
텍스트의 즐거움
꽃이 피는 봄에 대전문학관에서 <육필 자료전 : 텍스트의 즐거움> 전시가 열
렸습니다. 육필(肉筆) 이란 손으로 직접 쓴 글씨라는 뜻입니다. 이번 전시는 컴퓨
터 타자 글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기회였습니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가 김성동과 황순원을 비롯하여 시인 박목월, 천
상병 등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필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육필자료
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과정의 텍스트-회고하기’, ‘완성의 텍스
트-작품 창작하기’, ‘교환의 텍스트-작품 보내기’, ‘환기의 텍스트-텍스트 느낌
을 육필로 표현하기’ 등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ection 1. 과정의 텍스트 - 퇴고하기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작가의 흔적이
그대로 기록된 육필자료로, 사전 조사를 한 메모나 작품의 초고본을 볼 수 있습
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컴퓨터 활자로만 만나보던 작가의 글과는 또 다른 재미
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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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텍스트의 즐거움
눈으로만 봐도 재밌었던 육필 전시회에, 또 다른 흥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공간으로, Section 1~4 중 마음에 드는 활동 한 가
지를 선택해 체험해본 후 정해진 상자 안에 넣으면 끝. 주제답게 읽고 쓰는 과정
을 통해 텍스트가 주는 즐거움을 관람객이 직접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한 대전문학
관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글을 쓸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당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단어들로 단순하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라.” - 나탈리 골드버그
저는 글로 생각하는 게 막연해서 ‘환기의 텍스트’,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잖아요? 글 쓰는 게 어렵다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
지 마세요. 단순한 단어나 혹은 저처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Section 2. 완성의 텍스트 - 작품 창작하기
퇴고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한 편의 글로 완성된 작품이 담긴 육필원고를 볼
수 있는데, 작가 개개인의 개성 있는 서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Section 3. 교환의 텍스트 - 작품 보내기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늘의 ‘연’처럼 전시했는데, 편지 하나하나 읽는 재
미를 더 하게 해준 연출인 것 같습니다.

대전문학관 관람안내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16

관 람 시 간 9:00~18: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1:00까지)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관

람

료 무료

문학관해설사 9:00~17:00

Section 4. 환기의 텍스트 -텍스트 느낌을 육필로 표현하기
텍스트가 지닌 소리와 느낌을 재해석해 박석신 화백이 전시 개막식 날 육필
퍼포먼스를 선보인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육필이 주제인 만큼, 몸으로 표현하고

단 체 관 람 사전 예약 후 조정
문

의 042) 621-5022

홈 페 이 지 www.dlc.or.kr
S

N

S www.facebook.com/DaejeonLC, www.instargram.com/daejeonlc

몸의 움직임이 하나의 획이 되어 새로운 텍스트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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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재훈

재미있는 과학수업
제10회 주니어닥터!
느릿느릿 거북이 프로그램
안녕, 주니어닥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0회 주니어
닥터’가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주니어닥터는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청소년들이
첨단과학 연구현장을 방문해 직접 체험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 대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
해 해가 거듭될수록 알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후 공정한 추첨을 하고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 결과, 저
는 이번에 5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개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된 프로그램은,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서 수행한 ‘느릿느릿 거북이’ 프로그램
으로 해당 수업이 있던 7월 25일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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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니 벌써 1교시가 진행 중입니다. 즐거운 미소와 함
께 우리 순서인 2교시를 기다립니다. 수업을 참가하면 주니어닥터 수첩 및 교육
내용을 정리한 교재, 그리고 만들기 체험 재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강의를 맡으
신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누구나 쉽게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신 분은
이윤석 선생님으로, 주니어닥터 3회차부터 교육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손자·손
녀에게 설명하듯 자상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여주십니다. 도르래의 원리에 대
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주시니, 아이들 모두가 집중
하며 즐겁게 수업을 따라갑니다.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고정 도르래’, 힘의 이득을 얻게 하는 ‘움직
도르래’,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복합 도르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론
교육에 이어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
는 분위기가 색종이 접기 체험과 채색 시간을 통해 흥미를 유지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함께 수업에 참관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교실 뒤쪽에서 열심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들과 학부모 모두 수업에 집중하며 ‘도르래’에 대한 학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
다. 수업을 마친 후 인증 스탬프를 받고 나니 뭔지 모를 뿌듯함이 생깁니다. 모든
아이의 얼굴에서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자상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이윤석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위에
‘느릿느릿 거북이’ 수업은 도르래의 원리를 거북이의 동작 원리로 배우는 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여름방학, 이처럼 알찬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로그램입니다. 이론을 배우고 직접 만들기 체험을 해봄으로써 도르래의 원리를

은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런 행운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행복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

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내년에 있을 제11회 주니어닥터가 기다려집니다.

램은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6교시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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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오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곽혜성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
지,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오토마타)을 볼 수 있는 ‘스
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이 국립
중앙과학관 특설전시관에서 열렸습
니다. 이번 전시회는 장난감 속에 감
춰진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의성을
엿보며, 장난감이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 재미있게 과학적 사고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무빙토이 특별전에는 러시아 출
신 키네틱 작가 에두아르드 버수스
키(Eduard Bersudsky)가 이끄는 샤
만카 키네틱 씨어터(Sharmanka
Kinetic Theatre), 폴 스푸너
(Paul Spooner)가 소속된 영국
CMT(Cabaret Mechanical Theatre)
그룹, 한국 작가 전승일 등이 참여
했습니다. 움직이는 장난감인 오

국립중앙과학관
무빙토이 특별전!
재미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 체험

토마타 40점, 고딕키네틱(Gothic
Kinetic, 9개의 대형 오토마타 공연),
즐거운 세계여행(Merry Go World,
10개의 대형 오토마타 공연), 전승일
작가의 오토마타 작품 11점 등을 감
상할 수 있었습니다. DIY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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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는 오토마타 공작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감의 섬세한 움직임을 보면서 과학적 원리와 작가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

‘오토마타’라는 말이 생소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토마타(Automata)’는

었습니다. 또 장난감들을 직접 움직여 봄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인형이나 조형물

자동기계라는 뜻으로, 쉽게 설명해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조형물을 말합니다. 스

에 생명을 불어넣는 오토마타 작업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에서는 오토마타란 무엇인지, 오토마타 예술을 창조한

이번 무빙토이 특별전에서는 조명과 음향으로 연출한 대형 오토마타 공연인

작가들은 누구인지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샤만카 키네닉 씨어터의 ‘고딕 키네틱’과 ‘행복한 세계여행’을 감상할

유리관 속에 오토마타가 전시되어 있었고 밖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장난감이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딕 키네틱’ 공연이 끝난 후 ‘행복한 세

움직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인형이 소시지를 굽고, 춤을 추기도 했으며, 피아

계여행’ 공연이 바로 시작해 두 공연을 연이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 공연장에

노를 치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밖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서 공연 영상이 상영됐습

습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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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 키네틱’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오토마타 작가 에두아르드 버수스키가 만
든 대형 무빙토이 작품 9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딕 키네틱은 옛날 자전거 바
퀴, 재봉틀, 가정용품 등 버려지고 잊힌 오래된 물건들과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조각을 이용해 12~16세기 영국의 고딕 양식으로 오토마타를 표현한 작품입니
다. 9점의 무빙토이는 환상적인 멜로디에 맞춰 쇼를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이 움직이는 인형들을 비추면, 맞은편 벽에서 계속 변화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
고 각각의 작품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순서대로 화려한 색으로 물들었습
니다.
‘즐거운 세계여행’은 버수스키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
작한 작품으로 대형 무빙토이 1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
서 벗어나 지난 사랑의 추억과 평온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오래되고 추억이 깃든 물건에 대한 향수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전시장 내부 한 편에는 오토마타를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기
도 했으며, 아트숍에서는 오토마타 체험교실에서 사용할 재료 및 기념품들을 구
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마타 무료체험교실도 운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람하기 어려운 해외 유명 오토마타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소중
한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장난감 오토마타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상력을 무
한히 넓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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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담은 대전의 풍경

금상 수상작

2017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수상작
지난 11월 1일부터 열흘 간 ‘2017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자
연경관, 문화유적, 관광명소, 축제 장면 등 매력적인 대전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천상의 정원
정원_김정훈

전국에서 접수됐습니다.

대상 수상작

뿌리를 찾아서
찾아서_김연아

원샷투샷_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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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아침의 계족산성
계족산성_이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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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수상작

동상 수상작

It’s ‘대전’_유상훈

대전 시청 앞_임선영

소풍 가기 좋은 날_김연아

벚꽃향기 맡으며 달린다_신찬미
얏호! 대전이 좋다
좋다_이명숙

물이 있어 즐거운 날_박균복

계족산성 가을등반_김정훈
남간정사의 봄
봄_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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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임현철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첨단 과학기술의 향연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10월 21일 개막해 4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는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터 등 대덕

2017 사이언스페스티벌
첨단과학기술의 향연

특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살펴보는 주제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야
외전시장 댄싱로봇 체험관, WISET 과학놀이터, 노벨과학영재페스티벌 체험전
시관도 마련됐습니다.
야외광장에서는 과학체험존과 코스튬플레이 뮤지컬, 사이언스콘서트 등 문
화예술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과학영화 상영과 공방,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청년창업프라자도 진행됐습니다. 또 한빛탑 광장에서는
과학동호회 체험교실, 디쿠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세계
과학문화포럼과 수학체험한마당, X-STEM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대전무역전
시관에서는 메이커페스티벌과 팹트럭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데이,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 대덕특구 탐방
투어 프로그램을 이번 행사와 연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과학동호회 회
원들이 마련한 참가 부스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행사로는 워터업 홀로그램 쇼가 펼쳐졌습니다. 가로 30m, 세로 15m의
대형 투명 LED와 워터스크린을 이용하여 3D홀로그램을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쇼였습니다. 공연 1부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2부 ‘어미의 눈물은 치유의 샘물되
오’, 3부 ‘물이여 솟아올라라’ 등 각 5분 내외의 공연이었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위한 ‘2017 대전청춘예찬프라자’가 사이언스페
스티벌과 연계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전청춘예찬프라자는 외식, 공방, 플
리마켓 등 3가지 주제, 30여 개 부스로 꾸며졌습니다. 별도의 간이 무대가 마련
되어 청년창업 강의와 문화공연도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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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주제전시관을 둘
러봤습니다. 이곳의 전시프로그램은 기존 체험행사나 실험과 달리 인공지능(AI)
은 물론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관
람객들의 호응으로 인해 끊임없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KAIST)의 휴보 로봇과 터치 한 번으로 냉장고와 에어컨을 작동시
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VR과 접목한 4D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쥬라기공원을 연상케 하는 게임도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드론제작 체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소형 드론을 구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었는데, 이렇게 작은 드론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
실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3D 프린터 체험도 즐거웠습니다.
올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총 129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323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대비 약 70% 늘어난 것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사이언스데이, 청년예찬프라자 등의 행사와 연계한 효과를 톡톡
히 봤습니다. 그 덕인지 올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총 22만 명이라는 역대 최
고 방문자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전체 관람객수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
니다. 앞으로 과학의 도시이자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대표 명품 축제로 더
욱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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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깨워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개막해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를 찾았습
니다. 6월 11일,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23일간 전 세계 24개 팀

FIFA U-20
월드컵의 아름다운 승부!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VS 축구 강호 멕시코

의 접전이 펼쳐지는 FIFA U-20 월드컵 중 대전에서는 9경기가 열렸습니다. 우
리나라에서 단 6개 도시에게만 허락된 자격, 개최도시 시민으로서 어깨가 으쓱
해집니다.
5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3대 0으로 멋지게
이겼죠! 이승우, 임민혁, 백승호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들은 34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을 꿈꾸게 합니다. 이 짜릿한 승전보에 앞서,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대전은 B조 개최지여서, 오후 2시와 오후 5시에 예선전이 열렸
습니다.
오후 2시 경기에서는 남미의 복병 베네수엘라가 전차군단 독일을 꺾고 조별
리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첫 경기는 놓쳤지만 두 번째 예선
전까지 놓칠 수 없었죠.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내려 노은
농수산물시장을 가로지르다 보니 벌써 5시. 숨 가쁘게 달려간 월드컵경기장 안
팎으로, 경찰과 경호원들이 곳곳에서 경계 중이었습니다. FIFA U-20 월드컵은
FIFA 월드컵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라더니, 대전시티즌 경기 때와는 분위기가 사
뭇 달랐습니다. 입장하기까지의 절차도 살짝 까다로웠습니다. 공항처럼 한 명씩
검색대를 통과하고,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물을 비롯한 음료수는
모두 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마셔야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는 거겠죠?
입장 안내를 받는 동안에도 경기장 안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라며 야구 보러 가고 싶다고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저보다
먼저 뛰어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5시 경기에는 북중미카리브 축구연맹
소속 팀 중 최강이라는 멕시코와 바누아투라는 작은 나라가 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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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바누아투를 아시나요? 저는 FIFA U-20 월드컵을 통해 처음 알았
습니다. 이름도 낯선 바누아투는, 식탁만 한 세계지도에서도 남태평양 부근에서
나라 이름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구 27만 명의 작은 섬나라라는데요, 사상 처
음으로 본선에 진출한 오세아니아의 돌풍이라고 합니다.
축구 사랑이라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가 처음이자 정점인 저도 알만큼, 멕
시코는 축구 강호입니다. 1930년 첫 월드컵부터 출전할 만큼 역사와 전통도 깊
은데다 최근 6개 대회 연속 16강에 올랐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팀입니다. FIFA U-20 월드컵에는 무려 15번이나 출전하
며, 라파엘 마르케스 같은 축구 스타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누아투는
FIFA 랭킹은 178위, B조에서도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정식 프로팀이 아닌 세미프로나 아마추어 클럽에 소속되어 그동안 알
려진 바가 없어 더욱 그러했겠지요.
예상대로 멕시코는 전반 10분 안에 두 번 연속으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멕

는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법! 승부를 예측한다면, 그 경기는 시시해집니

시코 응원단이 자리한 관중석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둥근 공으로 하

다. 바로 그럴 때, 뜻밖의 파란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이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
츠의 묘미겠죠? 후반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누아투는 운으로 U-20 월
드컵 출전권을 따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의 공격에 맞서, 주장 봉 칼로
선수의 첫 골을 시작으로 당당히 2대 2를 만들어낼 만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바~누아투, 바~누아투!” 어느새 저도 바누아투를 응원하며, 아까운 순간마
다 함께 탄식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경기 종료 직전에 바누아투 선수 한 명이 부
상으로 쓰러졌는데, 그 순간 멕시코가 먼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과는 멕시
코가 바누아투를 3대 2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나라는 졌다고 주눅 들지
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준 자국민들과 서포터즈들 앞에 달려
와, 멋진 세레모니를 보여줬답니다. 관중석에서도 오래오래 박수를 쳐주었습니
다. 아름다운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바누아투, 파이팅! 기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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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여러 말보다 한 번의 표정과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
다. 몸의 언어에는 말의 언어를 앞서는 진실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원도심 문화예술의거리와 우리들공원, 대전평생학습관
에서 몸짓으로 삶을 표현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2017 대전ART
마임페스티벌’입니다.
마임은 말없이 실제로는 없는 벽이나 문, 계단 등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처럼 동작과 표정만으로 표현한다지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이 없어 무척 궁금했
습니다. ‘대전ART마임페스티벌’은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하늘이
눈부시게 예뻤던 15일, 원도심 나들이도 할 겸 우리들공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거리 마임 버스킹에서는 네 명의 마임이스트가 각자 개
성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소품 몇 가지와 배경음악만으로 이 많은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아무런 약속 없이 관객과 즉석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동참한 분들 덕분에 보는 이들 모두 즐거웠답니다. 8개나 되
는 공으로 저글링하고 신기한 마술에 불 쇼까지 보여준 마임이스트는 무대에 난
입(?)한 팬과 깜짝 포옹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까지 곁에 있었는데, 이 잘생긴 훈

마임, 도시에 말을 걸다!
2017 대전ART마임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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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속 주인공인 도깨비가 되어 그야말로 신명 나는 마당극을
펼쳤습니다.
‘2017 대전ART마임페스티벌’은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에서 마련한 축제
입니다. 대표인 최희 마임이스트는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마임의 본고장인 프랑스와 일본의 마임 대
표팀이 내한해 개막식에는 기획공연을, 폐막일에는 야외공연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야외공연에서는 다섯 명의 배우가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 등장하여 즉
흥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관객들을 불러내어 숨겨져 있던 느낌을 몸짓으로 표
현하도록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낯설지만 신기한 무대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 대전ART마임페스티벌’을 대
전지역 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자
랑스러운 예술축제 중 하나라는 뜻이겠죠? 공감과 상상력을 돋우는 배우들의 열
남 배우에게 반했나 봅니다. 버스킹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작은 성의를 표시했

정에 어린이도 어른도 힘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저녁까

습니다. 거리공연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술을

지 신나게 놀았던 시간. 10살이 되는 내년에는 또 얼마나 알찬 프로그램으로 무

한다는 건, 대개 평탄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하고 등장할까요? 벌써 기다려집니다.

관객들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연구하고 있을 이 젊
은 예술가들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공연은 높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덕분에
배우와 관객의 거리는 좁혀지고, 마임이스트가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어 더 재밌
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지상을 넘어 하늘까지 무대로 삼았습니다.
15m 높이나 되는 고공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배우들은 오직 빨간 천 하나
에 몸을 의지한 채 아찔하면서도 환상적인 춤사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공연
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 아련한 짝사랑의 설렘을 담았습니다. 한
마디 대사도 없이 오직 몸짓과 표정뿐이었지만, 모두가 주인공을 응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우스꽝스러운 복장에 짙은 분장을 한 두 배우의 열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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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기화

갑천누리길
대전맨몸마라톤 현장출동
개성 만점 바디페인팅

아침 안개가 자욱한 엑스포다리 앞 광장에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 개최되
는 이색 이벤트. 2017 대전맨몸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 대전맨몸마라톤대회는 정유년 새해인 1월 1일 오전 11시
11분 11초,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코스는 갑천누리길 제1코스인 엑
스포다리를 출발점으로 대덕대교-유림공원 반환점-구성삼거리-매봉교-엑스
포다리 결승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총 거리는 7㎞였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대전맨몸마라톤대회는 친환경 과학도시 대전의 관광자
원을 전국에 알리고 새해를 이색적으로 맞이해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맨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맨몸에 새해 소망과 각오를 바디페인팅으로 표현했는데
요.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알록달록 개성 있는 바디페인팅을 한 채 씽씽 달렸습
니다. 이날 난타팀 축하공연이 출발 전 흥을 돋았으며, 맥키스컴퍼스 뻔뻔클래식
을 지휘하는 오페라 단장의 준비운동으로 출발 전 몸을 풀었습니다. 오색빛깔 바

150

대전이 좋다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엮어낸 그 일곱번째 이야기

151

디페인팅을 한 참가자들이 엑스포다리로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맨몸
마라톤대회는 기록경기가 아니기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유림공원 반환점을 돌
아 결승점으로 되돌아오면 됐는데요. 1월 1일 오전 11시 11분 11초, 출발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사랑 배번호
1000번을 부착하고 참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슈퍼스타 배번 3122
번 선수와 참가자들입니다. 결승점에는 도착한 선수가 새해 대박을 기원하며 박
을 부스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커플팀이 결승점에 들어오면 키스 타임도 주
어졌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맥키스컴퍼스 뻔뻔클래식 오페라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떡국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이날 유쾌한 시상식도 진행됐는데요. 포토제닉상, 바디페인팅상, 다수참가단
체상, 장거리참가상, 최고령참가상, 최연소참가상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
에게는 상장, 상품권,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기념촬영과 함께 내년 새해를 기대
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울러 나눔활동을 지속해서 펼쳐가는 맥키스컴
퍼니가 2017 대전맨몸마라톤 대회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유성온천과 연계한 할
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배번호표를 제시하면 경하온천
호텔, 호텔아드리아, 유성호텔, 호텔인터시티, 레전드호텔 등의 유성온천 5곳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2호선 트램시대, 대전사랑, 건강해라…. 다양한 문구로 바디페인팅한 모든
참가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사진을 찍는 동안 잊지 못
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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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유성현

푸욱 파묻혀 가을 하늘을~
대전여행명소
장동 코스모스 꽃밭에

하늘에서 파란 쪽빛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가을날의 휴일 아침.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마음이 설렙니다. 빠알갛게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샛노랗게 번져가
는 가을 들판에 퍼져가는 가을바람이 기나긴 연휴 끝 고단했던 심신을 유혹하네
요. 차가운 회색빛 감도는 빌딩 숲 사이로 지친 일상의 피곤한 몸 달랠 수 있는
대전의 힐링 명소는 어디일까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예전엔 회덕면에 속해 있던 이곳은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후 계족산 황톳길로 대전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계
족산의 아름다운 산새와 맨발로 걸어가는 황토 산책로를 거닐기 위해 많은 시민
이 찾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장동 삼거리 인근에 있는 경관농업단지에
는 코스모스가 하나 가득 피어 가을을 즐기려는 인파로 시골 동네가 북적거렸습
니다.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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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족은 물론이고요. 명절 동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요리해야 했던 시어머
니와 며느리,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동창생 그리고 아직 달달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연인들이 코스모스 꽃밭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모스 꽃밭 사이 탐방로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부스와 조형물을 운영했습
니다. 어사화를 쓰고 장원급제 체험은 물론 암행어사를 주제로 한 포토존이 운영
되고 있어 옛 선조들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쁜 꽃과 사랑하는 가
족의 얼굴을 그려 넣은 나만의 머그잔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경관농업단지는 면적이 4ha(헥타르)에 달하는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5월경

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코스모스 꽃밭 길을 말을 타고 산책할 수 있는 승마체험도

이곳에는 청보리가 가득 피어올라 바람이 불 때마다 봄내음 하나 가득 시민들을

운영됐습니다. 파아란 가을 하늘과 형형색색의 향긋한 코스모스 꽃길을 말을 타

유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한창인 10월 즈음에는 이 넓은 지역에 코스모

고 달린다니, 아이들에겐 정말 신기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겠죠?

스를 가득 심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가을날의 멋진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

이곳 코스모스 꽃길은 가을 내내 계족산 황톳길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향

니다. 장동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코스모스 단지에는 원두막, 나무그네, 포토존,

그러운 손짓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덕구 장

탐방로가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함을 전합니다. 도시에서는

동의 코스모스 꽃밭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코스모스 꽃

만날 수 없는 정겹고 훈훈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장

밭에 푸욱 묻혀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계족산 황톳길

소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 자연을 벗 삼아 힐링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장동계족산 코스모스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장동경관농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
하고 있어 지역의 특색과 인심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행사
장 초입에는 탐방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에서는 마을 부녀회와 마을기업, 마을기자단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내방하는 탐
방객들을 위해 맛있는 향토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마을기업에서

가는 방법
버 스 이 용 시 신탄진역(2, 703, 704, 705, 71, 75), 신탄진역↔대청댐(72,73)
자가용 이용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과 시골의 인심과 정취를 흠뻑 느

- 고속도로

낄 수 있었습니다.

- 청주방향국도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금오송어장→대청교→대청댐

행사장 뒤로 펼쳐진 코스모스 꽃밭과 오솔길에는 추석 연휴 기간 고단한 마
음을 달래기 위한 인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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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IC→덕암동3거리→신탄진4거리→대청댐

- 옥천방향국도 세천국도→효평동→삼정3거리→대청댐
* 행사 당일 무료 셔틀버스 운행(고속버스 이용 예정 타시도 거주자는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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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임현철

로봇 총출동!
2017 제6회 로봇융합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2017 제6회 로봇융합페스티벌이 8월 4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축제 기간에 KAIST,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국제청
소년로봇연맹, 대한로봇스포츠협회, ㈜새온 등 6개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대회 1개와 전국대회 5개가 열렸습니다. 총 2,089개 팀, 3,970여 명의 선수
가 참가한 가운데 로봇경진대회를 비롯한 전시체험,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가 마련되었습니다.
DCC 1층 오픈 전시실에 마련한 대전테크노파크 부스 앞에는 드론을 이용한
기술을 선보이는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현재 드론의 기술
과 능력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드
론이 이슈로 주목받는 것 같았습니다. 산업별 맞춤형 드론부터 부담 없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취미형 드론까지, 정말 다양한 드론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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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업체 관계자분들에게 평소에 궁금한 사항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었습니다.
전시홀에서는 로봇융합페스티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가 열
렸습니다. 지능형 SoC 로봇대회, 융합과학 창작경진대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등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장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말레이시아에서는 2017 국제청소년로봇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대회로 지능형
SoC 로봇워대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지능형 창작로봇 경연대회, 융
합과학 창작 경진대회, 이동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로봇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각
종 체험은 물론 로봇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부대행사로
는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O·X형 문제로 우승자를 가리는 도전 발명 골
든벨, 발명·특허 개념을 알아보는 일일 발명교실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밖에도 엑스포한빛광장에서 로봇영화 야간 상영회가 열려 대전 방문객들
에게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푸드코트도 마련되어 간단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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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주영선

와인 빛 추억이
영그는 가을,
2017 대전국제와인페어

하늘만 올려다봐도 기분 좋은 완연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사흘
간 열린 ‘대전국제와인페어’는 그렇게 가을 포도가 익어가듯 시작되었습니다. 대
전국제와인페어는 대전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와인문화축제입니다. 대전 시민,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등 지역민, 외국인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올해는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햇살도 기분 좋게 따뜻한 개막식 날, 하늘도 푸르고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가을을 흠뻑 마셨는데 여기에다 와
인을 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막식에는 국제적인 골프여제였던 박세
리 씨도 참석했습니다. 박세리 씨의 이름을 딴 ‘세리와인’을 소개했습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 입장권은 1만 원이었고, 이때 지급하는 인증 띠를 손목에
두르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와인을 종류별로 마음껏
시음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들어와 안주도 함께 판매했는데, 입장권과 안주
2종을 포함한 세트 권도 판매했습니다. 와인 잔은 2천 원을 내고 현장 구매하거
나, 개인 잔을 가져가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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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에는 DCC 컨벤션홀에서 ‘와인 EDM 솔로 파티(오후 7~9시)’가 열렸습

종의 와인을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그랜드 골드’, ‘아시아 골드’, ‘아시아 실버’에

니다. 2~30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파티를 즐기며 즉석 미팅도 했다고 하는데

선정된 우수 와인은 와인 병에 아시아와인트로피를 상징하는 한빛탑 이미지 라

요, 솔로 인증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와인 EDM 솔로 파티는 입

벨을 부착해 판매합니다.

장료 1만 원에 와인과 피츠맥주 2캔이 제공됐습니다.

대전무역전시관 안에서 충분히 즐기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구매해 한빛탑광

2일 오후 2시부터는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함께하는 쿠킹쇼도 열렸는데요.

장으로 나가서 음미했습니다. 한빛탑광장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구입해

역시 입장료는 1만 원이었습니다. 만 원 한 장으로 즐길 거리가 다양했는데, 와

와인과 즐기면서 라이브 음악공연도 감상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한빛탑 앞 무

인을 기분 좋게 마시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환경이 더 쾌적해졌습니다. 혼잡하지

대에서는 와인파티도 열렸습니다. 한빛탑광장의 불꽃 분수가 축제 분위기를 한

도 않고 와인을 시음하는 줄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껏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에 앞서 훌륭한 와인을 품평하는 행사도 열렸는데 바로 ‘아

여러분들도 2017 대전국제와인페어에서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고르셨나요?

시아와인트로피’였습니다.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전와인트로피’였는

스스로 위로하는 ‘위로주’, 대견하여 상을 주는 ‘대견주’로 와인을 즐기며 가을을

데, 2014년부터 ‘아시아와인트로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전을 아시아 와인

즐기셨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을날의 추억이 영그는 축제였습니다.

공급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고 24개국에서 심사위원을 130명이나 초대해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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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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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문화축제가 5월 12일부
터 14일까지 유성구 온천로 일대에
서 열렸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유성온천문화축제,
물총대첩부터 족욕체험까지
천 가지 표정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꽤 오래된 축
제입니다. 중간에 축제 명칭이 바뀌
기는 했지만 온천수를 주제로 하는
것은 변함 없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천년 온천 유성의 천 가지 즐거움’이
란 주제로 즐길거리가 많았는데요.
‘온천으로 점핑, 즐거움으로 힐링’이
라는 축제 슬로건에 맞는 흥겨운 축
제였습니다.
축제의 주무대인 온천로 중앙공
원에는 대전기네스로도 선정된 무료 족욕체험장이 있는데요. 체질에 맞는 한방
탕, 둘이 같이 앉아 족욕을 하는 커플탕, 10명 이하의 일행이 함께 즐기는 모임탕
이 있어서 날로 인기를 높이고 있지요. 대전에서 등산을 하고 유성온천 족욕체험
장에서 발의 피로를 풀고 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로 정착될 정도입니다.
유성구 기록관에서 마련한 행사는 ‘1년 뒤에 배달되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느린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1년 뒤 편지를 받으니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연장에서는 걸그룹, 전
통가요 등 종류도 다양하게 공연을 하고 그 옆으로는 여러 가지 체험코너가 백
곳이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모두 축제가 추구하는 천 가지 즐거움의 일부였
습니다.
인물화, 캐리커처 작가는 축제의 단골손님입니다. 장식용 문신 코너에도 사
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식 문신은 1주일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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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마치 액세서리를 걸치듯 가벼운 문신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세 풀이, 사주 풀이를 해주는 할아버지와 운세를 보는 젊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온천수 버킷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
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온천수 버킷챌린지를 하고 천 원을 기부도 하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뷰티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이 해주는 무료 건강마사지는 최고 인기
코너였습니다. 축제 현장이 참 깨끗했는데, 학생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도 있었지
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몫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팝나무에 하얀꽃이 화사하게 핀 온천로 좌우에는 많은 사람이 물총을 준비
하고 물총대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염의 무리가 가득 탄 트럭이 다가오자
남녀노소 모두 신나는 물총대첩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효능이 있는 유성온천
수로 물총 싸움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물총대첩은 가장 신나는 순간
이었는데 외국인들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갑천변은 물놀이 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야트막한 대형 풀장에서 유아,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갑천변 자전거길에는 코끼리 열차가 왕복
하고 있어서 마치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았는데 나무
그늘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하루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
니다. 멀리 힘들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족나들이를 즐길 수 있으니 정
말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도 하루 종일 놀
기에 걱정 없도록 푸드트럭이 깔끔하게 줄지어 서서 닭꼬치, 스테이크 등 인기메
뉴를 판매했습니다.
즐거운 축제가 가득한 대전의 5월, 유성온천축제의 천 가지 표정을 즐기는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대전도시철도로 이용한다면 유성온천역에서 내리는 것보
다 갑천역에서 내려 갑천 징검다리로 건너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훨씬 운치 있고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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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보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천상인

대전미디어페스티벌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
서 열렸습니다. 9월 1일은 미디어소풍 방송인 특강으로 박찬송 기상캐스터, 이
종현 PD, 김형민 PD 등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방송 PD의 직업 세계가
궁금해요!
2017 대전미디어페스티벌

“기상캐스터는 무엇보다 순발력과 전달력, 작문 실력이 중요해요.”
이날 대전MBC 박찬송 기상캐스터는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기상캐스
터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기상캐스터는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작
성, 편집하고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상캐스터는 크게 TV
와 라디오 2개 부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기상캐스터는 의상
과 헤어, 장신구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전달합니다. 라디오
기상캐스터는 날씨와 교통,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상캐스터가 되려면 예뻐야 하나요?”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박찬송 기상캐
스터는 사람마다 예쁘다는 기준이 다르고 방송사마다도 다르니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 더 도움이 될 거라며 조언했습니다.
남자도 기상캐스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찬송 기상캐스터는 그
럼에도 여성 기상캐스터가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다양한 의상과 헤어, 악세사리 등으로 날씨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
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송인 특강을 펼친 KBS대전 이동현 PD는 ‘과학프로그램 제작의 세
계’를 주제로 방송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무래도 PD가 꿈인 학
생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동현 PD는 “작문과 학점, 자격증은 가고 싶은 방송
국의 입사기준을 맞출 정도만 준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창
의성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사 후 선배들이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현 PD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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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촬영현장에서는 PD뿐만 아니라 촬영감독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분주하
게 움직이는데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방송은 역시나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전미디어페스티벌 체험 부스에서는 특수분장, VR, 다름체험, 1인 영상 제
작 등 미디어와 관련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다름체험존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부스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체험 부스와 장애인용 자판
마우스 책상 화면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청각장애인 아나운서가
화려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어뿐만 아니라 동작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큰
동작으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아나운서와 청각장애인들을 위
한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방송에서 토론자마다 수어통역사를 두어 번갈아 가며 통역을 하
는 방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토론방송을 할 때 인원수만큼 수어
통역사를 섭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보급되어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조금 더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미디어 발전사를 보여줄 대전미디어페스티벌이 기대됩니다. 방송
관련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꼭 참여해보세요. 대전미디어페스티벌
이 끝나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KBS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
니다.
TJB <당신의 한끼>의 김형민 PD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는데요.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방송
의 단계를 천천히 가르쳐 주셨답니다. 관록 있는 PD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프
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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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임한솔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리던 1월 13일 금요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대전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시 홍보관은 대전시청을 오가는 시민에게 대전
을 알리는 체험 공간인데요. 이날 대전시 홍보관 개관식에는 주요 내빈과 대전광

대전시 홍보관 개관,
시청 1층에서 대전을 한눈에

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전시 홍보관은 사이버 도슨트, 대전을 보는 창, 대전의 깃대종, 지도로 보
는 대전, VR체험존, 여기는 과학도시 대전, 대전의 관광명소 12선, 트램으로 하
나 되는 행복한 대전, 대전 부르스,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이버 도슨트’
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가 대전시 홍보관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휴보
와 함께 대전시 홍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전을 보는 창’은 2017 대전광역시, 근대와 역사의 도시 대전, 대전스토리
등 대전의 모든 정보를 총 8개의 멀티비전으로 보여줍니다. 영상을 통해 대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깃대종’은 대전을 대표하
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등 깃대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
전시 홍보관을 방문하면서 대전의 깃대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로 보는 대전’에서는 대전의 교통과 관광 정보를 지도로 살펴볼 수 있습
니다. 관광 코너에서는 전통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는 놀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전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는 대전을 통해 대전의 관광명소들과 만나보세요.
‘여기는 과학도시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의 과학관련 정
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VR체험존에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헤드셋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도 VR체험을 해
봤데,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홍보관에 오면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대전관광명소 12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관
광명소 12선은 대전둘레산길, 계족산황톳길, 대청호반, 동춘당, 문화예술단지,
뿌리공원, 엑스포과학공원, 오월드, 유성온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장태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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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양림, 한밭수목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대전관광명소도 있고 새롭게 알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대전명소를 배경으로 셀

된 곳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전관광명소로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

카를 찍을 수 있으니, 홍보관을 둘러본 후 포토존에 들러 추억을 남겨보세요. 대

니다. ‘트램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전’은 2025년 개통예정인 대전도시철도 트램

전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의 장점과 세계 도시들의 트램 운영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대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나면 ‘대전부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전역에
서 들을 수 있는 노래 ‘대전부르스’의 시비와 대전의 옛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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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경청신문고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와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대전시
홍보관에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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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권순지

대전 청년 정책 우리에게 맡겨요!
청년대전 선포식, 대청넷 발족

청년의 꿈을 긍정하는 희망의 목소리가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
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전지역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시와 함께 청년의 희망적
인 정책을 기획하게 될 대청넷(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은 당사자인 청년들과 그
들의 꿈을 받쳐주고 실행시켜줄 밑거름이 될 텐데요. 50명을 예상했던 대청넷 선
발인원은 청년 지원자들의 열의로 그 문을 더 확대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총
102명이 이날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주인공인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에 날개
를 달게 될 그 시작의 현장. 의지 충만한 청년들의 기운은 지켜보는 이에게도 자
연스레 다가와 안겼습니다.
“지금 청년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지녔습니다. 반면 지금은 청년들이 단
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현 위기와 그에 대한 우려
가 마이크를 통해 선포식 현장을 울렸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사라진 시대
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대전이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청년 정
책. 그 힘이 청년에게서 나오길 바란다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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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와 목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제시한 대중교통의 불편 사
례를 시작으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발전할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청년문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발전한 문화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
종이가 진행자의 나긋한 육성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외에도 ‘과연 자립하여 먹
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서 착안한 종류의 문제들도 들려왔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창업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대전에서 꿈이 실현되는 대전이 되기를 소망한다.’
‘실패해도 응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바란다.’
불안으로 점철된 청년들에게 더 이상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식의 위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위로 이상의 것,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 의
“실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의 죽음은 민족의 죽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한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은 실망하고 포기하
면 미래는 없다며 사회적 구조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갖는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청년발전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가 필요합니다.
1부 행사가 끝난 뒤, 2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취업희망카드, 대청넷
운영 방향에 관한 설명과 서울 청년허브 김희성 씨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 및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의 권한과 지원 등을 청년들에게 위임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
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거죠. 청년위원끼리 서로를 동등한

소통을 통해 ‘위로가 아닌 해결’을 본다
이어진 ‘청년대전에 바란다’ 토크는, 대청넷 위원들이 ‘청년대전’에 바라는 소

주체로 존중하며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과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청넷 위원들은 행사 전, 준비한 희

김희성 씨의 강연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출발한 것에서 나아가 서로의 고민에

망나무에 대전 청년들이 작성한 소망과 궁금증을 달아 놓았습니다. 권선택 대전

공감하는, 이제 막 시작된 ‘대전청년소통’을 위한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

시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대전 청년의 현재 생활과 밀접한 질문,

다.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대청넷을 응원합니다.

각 분야(일자리, 설자리, 놀자리)에 대한 세부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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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진아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2017 APCS개최
삼고초려, 간절함으로 3번 도전 끝에 유치 성공 그리고 개최까지

2017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PCS를 유치하기 위해 세 번이나
도전한 대전시는 그토록 원하던 2017 APCS 유치 경쟁에서 성공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의미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7 APCS 개최는 굉장히 뜻깊
은 행사였습니다.
먼저 APCS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APCS(Asia Pacific Cities Summit&Mayors)’
입니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0여 개 도시의 시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APCS는 슬럼, 환경, 교
통문제 등을 주제로 도시 문제의 미래 방향성을 토론합니다. 행사 세션 중에는
청년 포럼도 있어 젊은 층의 눈에서 바라는 세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2009년 인천시가 APCS를 개최한 이후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대전시’가 유
치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시와 호주 브리즈번은 자매도시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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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APCS와 연계해 열리는 WTA(세계과학도시연합)와 하이테크페어는
과학도시 대전의 면모를 선보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017 APCS의 오프닝 세러머니는 웰컴 디너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시
립무용단의 한국무용공연은 외국인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푹 빠지게
할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APCS 사무국이 있는 호주 브리즈번, 그라함쿼크
시장의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어로도 짤막하게 인사해주시는 센스!
식사와 함께 즐긴 와인은 지난해 2016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금메달을 수상
한 ‘1865 싱글 빈야드 피아누아’였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이라면 이러한 국제회의에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이런 국제행사는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대전에서 주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DCC가 교통문제와 숙박문제로 행사 유치 시 불리한 점이 많지만, 계속
되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
으로 국제도시로 거듭날 대전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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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재훈

지난해 여름 더위를 기억하면, 그 아찔한 더위만큼 전기 누진율에 따른 전기
사용료 폭탄의 공포가 아직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고 싶
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버텨냈던, 그러나 결국 애써 눈 감고 에어컨을

대전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사업
우리 집 태양광 발전소

잠깐씩 틀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집에 설치한
다면 그 부담이 적어질 텐데 그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라 선뜻 설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대전광역시에서 ‘베란다
형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의 개인 가정에 대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공고합
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5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전광역시 소재의 남향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50~300W급의 베란다형 발전 시설(콘
센트 연결형)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설치비의 75%를 대전
시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약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
치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해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을 맡은 3개 기업 중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의 담당 직원분이 방문하
고, 이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가능할 경우 계
약서를 작성한 후 향후 설치 일정을 논의합니다.
봄볕이 무르익은 3월 28일, 시공을 맡은 업체의 담당 설치 기사님이 방문합
니다. 집 전체를 살피신 후 태양광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안방 베란다 쪽이 가장 오랫동안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 후 작업
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베란다에 있는 철제 난간이라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간혹 난간이 작은 경우라도 충분히 견고한 마감으
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거실 베란다의 일반적인 난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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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은, 안방 난간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
요합니다. 다행히 꼼꼼하고 친절하신 기사님께서 작업의 난이도를 무릅쓰고 시
공이 편한 거실 쪽이 아닌 안방 쪽을 택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몇십 분은
더 태양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한 곳이라 작업 공간
이 협소하지만 꼼꼼하게 거치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거치대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니, 어느새 제 모습을 갖춘 ‘우리 집 발전소’가 탄생합니다. 허공
에 그냥 흘려보낼 에너지를 모아 ‘집’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 같
지만, 이런 전폭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치한 태양광 발전 집열판 두 장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량은 260W로, 900L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36W 삼파장 램프 2개를 운용할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월 3,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 많게는 약 18,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다면 적은 양의 전기지만, 전기 누진제를 감안한다면 아마 올여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양광 집열판을 견고히 설치
한 후, 집열판 안쪽에 인버터를 설치합니다.

신청서 작성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시 홈페이지 참조

시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산업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참여기업)

설치확인

참여기업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보조금 지급(참여기업)
에너지산업과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는 260W급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직류전원을 인버
터를 통해 가정용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태양광 집열판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인버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기계량기를 확인해봅니다. 이럴 수가!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물

변환하고, 그렇게 변환한 전기를 방 안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론 하루 종일 거꾸로 도는 것은 아니고, ‘집’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거꾸

입니다. 여태 방 안에 있는 콘센트는 전기를 빼 쓰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는

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생산되고 그 생산량만큼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

데, 반대로 전기를 입력하는 단자로도 사용된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260W급

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깁니다. 우리 집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대한 보증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패널 뒤에 붙이

발전소 설치를 지원해주신 대전광역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는 것으로 작업을 종료합니다. 보증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또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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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박근혜

대전시가 대한민국 표준 버스(KSB)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노선을 증설하기도 하고, 정류장을 민간에게 분양하기도 하고, 일부 정류
장에 한해서 휴대폰 충전기도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된 만

확 달라진 대전 버스!
시내버스 증차부터
정류소 핸드폰 충전기까지!

큼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선 신설
우선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온 노은3지구와 4지구,
관저4지구와 5지구가 그 대상입니다. 노은3,4지구는 5월 26일부터 1002번 버스
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저4,5지구도 6월 21일부터 203번 노선이 만들어졌습
니다. 새롭게 개발된 지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
니다. 또한 기성동에서 대전역 구간의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출퇴근 수요 대응 노선 마련
버스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아 혼잡합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에 특정 버스노선을 오가는 수요대응 노선을 마련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수요
대응 노선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그 덕분에 혼잡한 출근길 버스배차 간격
이 평균 5분까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출근시간 오전 7시 30분~8시 30분 /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수요대응노선 102번, 301번, 114번, 604번, 705번, 316번
기타 노선 변경 316번 + 701번(배차간격 15분 종일운행)
은어송3~동구청~용운동~대전대~우송대~대동역~계백로~서부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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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앤 스포크형 노선
배차 간격이 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브 앤 스포크형’ 노선도 도입했습니
다. 허브 앤 스포크는 특정 거점(허브)을 중심으로 수레바퀴살(스포크) 모양으로
노선을 개설해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성동 거점 노선조정

원내동~대전역 노선

장안동~흑석~봉곡동(22번+25번)

급행1번으로 기능 대체

원정동~흑석~평촌동(23번+26번)
우명동~흑석~산직동(24번+산직동)

3번 출구(대전역 방면), 롯데 백화점(오류동 방면) 총 11개의 정류소에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배차 간격 감소

제가 직접 충전해봤는데요. 충전단자가 총 3종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충

승객이 증가하는 4개의 노선을 지나는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106번 버스와

전기에 연결해보니 잘되고 있었습니다. 급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

512번, 602번, 802번 버스가 그 대상입니다. 각각 차를 한 대씩 증차해 배차 간

히 충전기가 설치된 정류장은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

격이 줄어들었습니다.

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휴대폰 충전

승강장 무료 민간 분양

귀가할 때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총 234개의 승강장을 무료로 민간에 분양했습니다. 분양받은 단체(마을, 향

런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아침에 충전해도 집에 들어갈 즈음에는 배터리가 없는

토, 사회적기업 등)는 승강장을 이용해 무료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승강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 때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의 관리 의무를 줍니다. 승강장은 각종 불법 홍보물 등으로 더러워지는 경우가

이를 대비해 대전 버스에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대전시청 앞, 복

참 많았는데요. 승강장을 분양하면 승강장 관리도 쉽고, 민간단체는 무료로 승강

합터미널(시내 방면), 은하수네거리(정부청사 방면), 대전역(대한통운 앞), 으느

장 광고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스 승강장

정이(대전역 방면), 충남대학교(도안동 방면), 유성온천역 7번 출구(충남대 방

에 마을, 향토, 사회적기업의 광고가 실린다고 하니, 이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

면), 서대전네거리역(가수원 방면), 갤러리아타임월드(갈마네거리 방면), 대동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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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박근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2017 대전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지난 9월 7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정
말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사진 촬영, 메이크업, 취업 상
담까지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현
장 속으로 같이 가볼까요?
가장 먼저 현장에서 받은 건 박람회 팸플릿입니다. 저는 이 팸플릿이 정말 좋
았는데요. 단지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팸플릿이 아니라, 박람회에 참여한 단
체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박람회 당일뿐 아니라 박람회가 끝나고 나
서도 취업과 창업에 도움되는 책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 팸플
릿을 통해서 행사 이후에도 꾸준히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청에 들어서자 이력서를 작성하는 곳이 보입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
이력서를 통해 전문가들과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작성대에는 많은 분
이 계셨는데요. 진지하게 하나하나 생각하며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인상 깊
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라는 곳입니다. 앞에서 작
성한 이력서를 통해 본인의 성향, 경력, 성격 등을 고려해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곳입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많이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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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관에도 많은 분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취업과 관련된 여러 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직

관을 소개해주고, 그중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해주는 곳입니다.

종이 어느 쪽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이곳을 잘 이용하면 취업과 창업이 한결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에서도

수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를 평소에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평소에 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청년취업 희망카드’

기 힘든 검사를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하면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습니다.

유관기관도 이번 박람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여러

2층으로 올라가니 이력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곳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

단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민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다. 보통 이력서 사진을 찍으려면 비싸기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야 해서 쉽지 않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데요. 이곳에서는 무료로 이력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40분에

여러 부스도 있지만 가장 크게 마련되어 있던 곳은 채용 상담을 하는 곳, 취

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사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진을 찍고 사진이 나

업관입니다. 취업관에는 총 120개의 기관이 자리했습니다. 관련 직업군별로 구

오는 동안 상담을 받고 이력서 작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진을 받아가는 분을 많

별되어 있어 관심 있는 기관을 한눈에 찾기 쉬웠습니다. 또한 기관마다 칸막이로

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열심히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메이크업이 필수죠. 사진을 촬영해주는 곳 바로 옆에 메이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한쪽에서 진행됐는데요. 보통 아직 취업이나 창업을 하

크업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본인에게 맞

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스타일을 추천해주니 정말 좋았겠죠? 물론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조
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대전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는 YWCA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
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했는데요. 때문에 박람회 규모도
크고, 취업·창업과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았습니다. 또한 힐링콘서트와 개그우
먼 팽현숙 씨의 강연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무역실무 현장전문가 (주)옵트
론텍 양정우 씨의 특강도 있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실무적인 도움
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열정적인 구직자분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업
박람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대전 YWCA의 지원을 통해 반드시 취
업·창업이 되도록 연결해준다고 하는데요. 더 희망차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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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경숙

“♬웃음이 피어나는 꽃동네 새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동네~♬”
단지 내 집 앞이 더럽고 냄새나서 치우기 시작했을 뿐인데 쓰레기로 뒤덮인
마을에 꽃이 피고,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 텃밭을 일구며 장애 인식개선

부사동 마을공동체
꽃동네새동네,
쓰레기장을 마을텃밭으로 가꾸다

효과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마을공동체 ‘꽃
동네새동네’입니다.

쓰레기장이 텃밭으로… 마을공동체 ‘꽃동네새동네’
조순준 꽃동네새동네 대표는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과 장
애인 주간보호센터인 사회복지시설 ‘쉴만한 물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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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고 자연스럽
게 이웃 간의 정까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라 오르지 않던 곳이 예쁘게 꾸며진 후에는 동네 분들이 일부러 올
라오는 장소가 되고, 그동안은 데면데면하던 분들이 이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
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십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니 그렇지 않았던 분들까지 자신들의
집 앞을 꾸미고, 3년 사이에 좀 더 깨끗해진 마을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
다. 앞으로 주민들과 만나 논의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면서 함께 마을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예땅 사회적협동조합’
집 앞을 치우다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고, 대전 최초로 주민과 장애인
발달장애 회원들과 함께 동물의 배설물로 냄새가 나던 곳을 함께 치우고, 식용

이 함께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장애

꽃을 심어 키친가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 올라오는 산책

인들의 자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땅’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

코스가 되었습니다.

난 6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온갖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적치되었던 고물상과 쓰레기장을 임대하는

예땅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직업훈련을 목표로 ‘Take out 커피점’을 운영하

등 그렇게 만들어진 텃밭이 네 곳이나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을 텃밭으로 만들고

고, 장애인들이 직접 다육이 화분과 생활도자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자립할

채소를 심기 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꽃부터 심었는데요. ‘꽃으로 채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 새동네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꽃동네새동네’로 지었습니다.

커피점은 긴장성 근이영양증을 앓는 모이슬 청년이 꿈을 이루고 있는 공간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텃밭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을 이용해

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 때문인지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근육의 마비도 더디

담장 쌓는 일을 도와주고, 방안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우셨던 할머님은 엉덩이 의

진행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생활 보조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지만 새로운 커피

자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텃밭을 함께 가꾸고, 지나다 어렵게 삽질하는 모습을 보

를 고민하며 만들어보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정리정돈을 하는 등 서비스 정신과

던 아저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삽질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책임감도 대단합니다.

텃밭 작업 후에는 차량을 이용해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모이슬 매니저는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장애인과 마을 사람이 모여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고 맛난 것도 먹으면서, 어르신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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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 주시길
부탁했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가슴
에는 심제동기가 삽입되어 있고, 산
소마스크를 쓰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다는 모이슬 매니저의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예땅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
할을 하면서 후원자들이 뿌듯하도
록 배고픈 모습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꽃동네새
동네는 부사동 끝 보문산 자락에 자
리하고 있어 한밭운동장과 대전역의
쌍둥이 빌딩 너머까지 대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야경을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전망도 좋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셔서 도자기 벽화
와 텃밭을 함께 구경하고, 모이슬 매
니저에게 커피도 주문하고 칭찬까지
해보세요. 꽃동네 새동네라는 동요
처럼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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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광섭

대전시가 ‘경청과 현장’을 바탕으로 5대 역점과제 시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
는 올해 초 민선6기 핵심 정책을 현장에서 보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행복 나눔 2017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일 업무계획 보고회

청년대전, 도시재생, 민생경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첫날, 민생경제와 청년, 도시재생 등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보고회가 이어졌
습니다. 이날 현장보고회는 중앙시장, 청소년위캔센터, 옛 충남도관사촌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실국별로 현장에서 새해 역점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장소인 중앙시장에서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과학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많은 시민이 경청했습니다. 과학경제국
은 고용창출과 소득확대, 서민금융 안정,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경
제활력, 과학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허
브화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강화, 노인·장애
인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 실질 체감을 위
한 SOC사업 추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전통시장 상인
으로부터 애로사항을 경청했는데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노점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묵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현장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곳 4층 직
업체험관에서 기획조정실,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
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가칭 대전 청년의 전당 건립 구상, 청년 창업플라자 조성
안, 청년과의 소통 사다리 대청넷 운영을 보고 했습니다. 이어 과학경제국은 청
년 미래 응원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도시재생본부는 원도심 청년 및 예술인 거점
공간 청춘다락 조성, 청년 협업공간 조성 지원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현장보고회
를 통해 대전시가 올해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충남도관사촌 정원에서 도시재생본부, 도시주택국,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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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가칭 문화예술촌 조성

년의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많이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범림 대전

사업,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운영, 옛 충남도청사 및 도경부지 활용 계획을 설명

상인연합회 회장은 대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경쟁력 기반구축 강화, 낙후지역 개발과 도시환경

소망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여건 개선, 한빛탑 내 청년창업 플라자 조성, 청

개선,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관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년 취업패스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민

은 원도심 문화예술활동 거점 공간 지원 사업 추진, 청년예술가 지원 및 문화향

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전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 축제의 장 마련, 시 산화 직장운동부 선수 숙소 건립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도 이어졌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민대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대전시가 올해 5대 역점과제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

역점과제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청년

중교통혁신을 중심으로 시민과 행복을 나누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표와 교수, 시장대표, 명예시장, 각 실국장, 많은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청년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표로 참석한 김정우 충남대학교 학생은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는 대전시라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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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전
청년을 위한 협업·활동 공간

대전광역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대전, 청
년이 즐겁게 일하는 대전, 미래를 꿈꾸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곳곳에 자리한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런 노력의 일환
인데요. 청년이 협업과 활동을 펼칠 수 있
는 공간을 둘러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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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광섭

‘시민이 주인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작지만 큰소리! 시민행복위원회’
대전 시민과의 소통창구 ‘제2기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
작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오후 2시, ‘제2기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출범식이 유성

제2기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출범!
현장 속으로
행복을 나누는 작지만 큰소리

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2기 시민행복위
원회는 중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는데요. 시민위원
450명과 추천위원 50명 등 총 500명이 위촉됐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대전시
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정책, 도시재생, 민생경제,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 등 5
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식전 퍼포먼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등록대 테이블
위에 명찰이 가나다순으로 있어서 쉽게 자기 명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장 입구에는 행사장 테이블 배치도가 있어 참석자들은 위치를 확인하고 좌석으
로 향했습니다. 9명이 빙 둘러앉을 수 있는 원탁에는 장미꽃 화분과 알림판이 놓
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식순과 배지, 약간의 다과와 떡, 생수가 준비되어 있
었습니다. 장내 카메라가 행사장을 비추면 사회자가 하트 표시나 춤을 추게 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대형현수막에는 ‘행복을 나누
는 작지만 큰소리! 시민행복위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대전시립무용단의 식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시민
공동위원장 선출, 토크콘서트, 동아리 공원, 분과별 브레인스토밍 순으로 진행됐
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문화체육, 교통건설, 일반행정, 환경녹지, 안전소방, 복
지, 도시재생, 홍보, 경제과학, 도시주택 등 10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시민행복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문화체육분과’ 2팀에 속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 출범 선언 이후 중앙 무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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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행복위원들이 시장에게 직
접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
민행복위원을 대표하는 최연장자와 최연소자에게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했습니
다. 아울러 제1기 시민행복위원회 SNS특별분과 위원들이 한 달 동안 연습한 ‘대
전시 홍보송ʼ, ‘시민행복위원회 홍보송ʼ 율동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이 끝
나고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각 분과별로 ‘과연 대전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종이에 적
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원탁 중앙에 있는 장미 한 송이씩
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제2기 시민행복위원 모
집은 1,219명이 신청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맛나
는 대전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시민행복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됐습니다. 주요
지역 현안과 갈등 사항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
통과 경청의 대전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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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임현철

야구테마 스포츠펍,
가보실래요?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구단

대전 야구하면 누구나 한화이글스를 떠올릴 텐데요. 대전 중앙시장 내에 야
구를 테마로 한 스포츠-펍 형태의 새로운 청년몰, ‘청년구단’이 개장했습니다. 청
년구단은 대전 원도심 활성화와 맞물려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기
대도 많이 됩니다.
청년구단의 내부 인테리어가 무척이나 깔끔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곳에 입주한 청년 사업가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나이
가 지긋하게 있는 상인들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이곳 청년구단은 20~30대의 젊
은 상인들로 구성되어 그 열정만으로도 후끈거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곳 청년구단은 먹거리 위주의 음식점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야구를 테마로 한 곳인만큼 한화이글스 홍보코너가 20%, 악세세리 및 패션
관련 매장이 10%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야구테마 청년몰이니만큼 대전을 연고
로 하는 자랑스러운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곳 홍보 코
너에는 한화이글스 대표 선수들의 유니폼과 각종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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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 기념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곳
을 찾는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6월 28일, 바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원도심 중앙메가프라자 옥상에서
진행한 청년구단 개장식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주셨습니다. 불경기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이번 청년몰 사업을 위해 많
은 분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하나의 염원으로
발현되어서 이곳에 입주한 모든 분이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싼 맛집은 있어도 저렴한 맛집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요 먹거
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청년구단에 입주해있는 상점의 가격대는 시중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신선한 재료
와 더불어 독특한 맛과 아이디어가 녹아 있는 음식들이라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답니다. 이곳에서 들려서 꼭 한 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곳저곳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져 몇 가지 음식을 시켜보았습니
다. 정갈하면서도 신선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들이 평소 일반 음식점에서 느껴보
지 못했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대전에서 한화이글스를 모르는 사람
은 없을 텐데요. 야구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펍 형태의 매장에서 많
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공통된 주제인 야구를 관람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
눠보면 어떨까요? 대전 중앙시장에 새로 입주한 청년몰 청년구단에 여러분을 초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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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전민영

지난 2월 발족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가 16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바로 대전청춘 비상(飛上) 정책대회 때문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대청넷 위원, 일반 청년,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은?
대전 청춘비상 정책대회 개최

니다. 그동안 각 분과별로 고민한 문제와 그 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
청넷 위원들은 정신건강, 창업가의 희망, 기업과의 협업프로젝트 등 9개의 분과
로 나뉘어 각 주제의 대안 및 정책을 모색합니다. 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
한 내용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분과별로 현재 청년들의 고민거리
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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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일자리 취업분과 20대의 우울증, 당당히 치료하자
일자리 창업분과 청년창업의 문제점과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은?
일자리 희망분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마
설자리 공간분과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전당
설자리 주거분과 청년 주거 문제

주자”라며 “취업 무경험자도 취업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진 분과장은 취업 무경험자들에게 기업과 함께 협업하며 실무를 배울 기회

설자리 진로분과 진로카페 어때요?

를 만드는 등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놀자리 축제분과 청년을 위한 축제가 우리가!

습니다.

놀자리 문화분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통하자
놀자리 소통분과 청년커뮤니티의 숲 만들어볼까?

진로분과 김창헌 분과장은 청년과 지역 벤처, 중소기업, 연구소와의 접점을
제공하는 진로카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진로카페를 통해 24시간
취업스터디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진로 고민과 다양한 취업 정보를 나눌 수 있

일자리 창업분과 강화평 분과장은 “대표가 창업을 위해 알바를 한다”라며

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9개의 분과 위원들은 각각의 주제에 맞게 훌륭한 대안,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청넷 위원뿐만 아니라 대전의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대

했는데요. 이런 청년창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턱 없는 창업지원, 창업

청넷과 소통하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센터 설립, 행정서류 절차 간소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일자리 희망분과 오영진 분과장은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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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대전시에 언제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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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주영선

대전시 전기차 충전소
총 9곳에 12개의 충전소!
2017 상반기 9개소 추가설치

정부에서는 국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공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이
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무려 한 대 당 1,9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감면 혜택도 있고, 충전기 설치비용도 별도로 지원했다
고 하니, 공기오염원도 줄이고 보조금도 받으면 일거양득이었겠습니다.
분진을 뿜는 오래된 경유차에 폐차지원금을 준다든지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
금을 준다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대기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점점 전기차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아직 전기차 기종이 다양하
지 못하고 충전소 보급 문제, 배터리 수명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구입 보조금은
100% 전기충전 차량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전기차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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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이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172대에 보조금이 지원됐습니
다.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기차를 사면 세금도 감면해
주고 개별 충전기 설치비용도 지원된다고 하니 충전기를 찾지 못하는 걱정은 일
단 덜 수 있습니다.
충전기가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설치했고 기존의
아파트도 신청을 받아 설치했는데,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3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외 공공장소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대전시청 동쪽 주차장-2기
대전 서구청 정문 입구 왼쪽 옆 주차장-1기
대전 대덕구청 정문 입구 왼쪽 옆 주차장-2기
대전 유성구청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 본관 뒷편 주차장-1기
대전시립박물관 주차장-1기
대전월드컵경기장 유성IC 방향 경기장 9문 건너편 주차장-1기

서구청 주차장의 충전기를 찾아갔을 때 마침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가 충전을

홈플러스 탄방점 충전소주차장 5층 매장 반대편 벽쪽으로-1기

하고 있었습니다. 차주께 물어보니, 한번 가득 충전하면 200㎞를 달리는데 급속충

홈플러스 동대전점 주차장 5층 매장 반대편 벽쪽으로-1기

전하면 1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겨우 1,500원이라고 합니다. 시내에서 출

동구청 주차장

퇴근 등 주행 거리가 500㎞ 정도여서 한 달에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배

KAIST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1기

터리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배터리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생각할 때 월 유지

둔산동 LG전자 매장 뒤쪽 주차장-1기

1

비가 커피 한 잔 가격이라 마음이 무척 동요되었습니다.
충전기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설치되었으니 전기차를 사더라도 충전 걱정은

1~9번까지는 KEPCO(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충전기입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충전기는 마치 자판기 같은데, 충전 비용이 조금 드니 동전을 넣고 충전합
니다. 교내 운영 차량이 전기차여서 사용한 지 꽤 되었습니다. 11번 LG전자 매
장 주차장의 충전기는 LG배터리의 상징성을 담아 설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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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좋은 배터리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대전시
는 2018년을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4,000대를 목표로 하고 전기충전소도 100여 곳 증설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지원이 강화될지, 전기차의 품질은 얼마나 상승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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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김지은

대전시 청년 정책! 활활(Burn It Up)
2017년 한눈에 모아보는 대전시 청년정책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 출범
7월 27일, 대전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2017년을 돌아볼까요? 대전시 블로그에 ‘청년’이라 검색하면 다양한 청년 정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대청넷 출범 이후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 신호가 되
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나라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데? 취업도 고민이고,
정보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민디자인 과제’ 공모사업 최종 선정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여오는 가운데 대전시가 올 한해 다양한 청년 정책

대전시에서 제안한 ‘공유, 청년과 마을을 세우다’ 사업이 행정안전부 국민디

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을 활활 불태웠던 대전시 청년 정책! 어떤 것이 있었는

자인 과제 공모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 한눈에 모아보는 정책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대전시 청년 정책!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 화폐 IT플랫폼을 구현해 공유문화 확산과 청

Burn It Up!

년이 설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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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광장 ‘대청광장’으로 청년과의 소통 활활!
대전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의 대화와 소통의 공간
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설
된 온라인 카페 ‘대청광장(대전청년광장)’은 대전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회원으
로 가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대청광장 주소 cafe.naver.com/
DaejeonYouthPlaza)

대전일자리카페 ‘꿈터’ 확대 운영
대전일자리카페 ‘꿈터’를 아시나요?! 꿈터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년들이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정보 및 취·창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7월, 3개소 운영 후 반응이 좋아 2개소를 추가 확대해 운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나눈다면, 부담이 줄
어들고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대전시 블로그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전시
와 함께 부담을 나눠보세요.
2018년에는 소개한 소식 외에 더 많은 청년 정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두
근두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도 부지런히 알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추가 모집

찬 기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우리 다 같이~ 출발~ 출발~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자를 8월 16일부터 연중 모집했습니다. 더욱 많은 청년
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대상자격을 확대하고, 전문 취업상담사와의 인터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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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공보관실

원도심 청년거점 ‘청춘다락’ 개소,
청년과 마을이 만나다

마을과 청년이 만났습니다. 대전 원도심 청년거점 공간 ‘청춘다락’이 9월 27일
옛 중앙동주민센터 자리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청춘다락은 지하 1층과 지
상 3층, 약 330㎡(100평)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청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린 후 아이디어를 모아 청춘다락을 만들
었습니다. 현재 청춘다락의 독립공간에는 5개 팀, 공유공간에는 8개 팀이 입주
해 있습니다.
청춘다락은 스스로 설 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을이 성
장하도록 돕는 마을활동가들의 허브공간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
니다. 청춘다락 개소식이 시작되기 전, 1층부터 3층까지 쭈욱~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청춘다락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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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춘다락 지하에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 풀꽃, 전시 공간, 공유서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할 수도 있는데요. 대관 신청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중 공유서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유서가에는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

다. 다목적공간(사람꽃)과 회의실(이야기꽃), 공유주방(밥꽃), 유아방(애기똥풀
꽃)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방별로 이름이 참 예쁘죠?
3층은 청년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입주사무실인 해보다(5실), 모이다(8실),
코워킹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대전을 만들어가는 아이디어들이 이곳
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은 책 800여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을 기증한 시민들의 청년을 응원하는 메시

청춘다락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개소식 특별행사로 사

지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공유서가에 놀러 오셔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삼

람책과 함께하는 인더북 행사가 ‘대전, 청년을 읽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모

매경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럼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2층은 청춘다락을 운영하는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무실이 자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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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원 월간토마토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톡투유에는 권선
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장정미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이태호 청년고리 대표,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청년과 마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청춘다락 1층에는 ‘중동마을 이야기를 입다’라는 주제로 사진전도 열렸습니
다. 마을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감상하며 마을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춘다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춘다락, 여러분 마음속
에 저장~해주세요.^^

청춘다락 입주 청년단체 

* ( )은 대표 이름 / 출처 : 월간이츠대전 2017.11월호

해보다 (독립공간) 단체
알바노조 대전 충남지부 준비단체(김재섭)
BIoomwork(양수연)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 준비 모임

그림그리기에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의 그림을 제품화해 판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

소소유랑극장협동조합(장승미) 독립·예술영화 상영 및 제작, 교육의 장
마음곳간(이단비) 마술사(이단비), 메이커(주수향), 소셜기자(권순지), 베지닥터 사무처장(김윤
영) 등이 구성한 공유단체

해보다 (공유공간) 단체
컬러풀(김태양) 지친 마음을 달래 줄 컬러테라피 원데이 클래스 운영
보이는 청춘라디오(배이삭) 청년들의 생각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우승호) 청각장애인들 아이디어 실현의 장
새얀공방(전지현) 도자기 체험의 장 마련
까멜리아(정은정)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창작소(이정현) 대전 청년문화를 발전시켜 정신건강 증진 기여
청춘마켙(윤영진) 월 1회 공연무대 마련, 공연문화 정착
히어로스튜디오(임재운)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가
성장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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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기자단 떰즈업!

Thumbs Up!

김기화

먼저 보슈~ 대전

- 대전 남부소방서에서
임현철님 외 4명과 함께

갑천누리길에 소담스럽게 하얀 눈이 내린

이광섭

갑천 얼음판 숨구멍에는

3월 19일

1월 12일

#2017행복나눔대전

함은숙님이
새로운 사진 18장을 추가했습니다.
- 김홍택님 외 10명과 함께
2월 4일

3월 10일

김용자님이
사진 3장 및
동영상 1개를
추가했습니다.

#안전이최우선입니다

제34회 기상기후사진공모전
“얼음꽃이 피다.” 특별상 입상

이렇게 신기한 얼음꽃이 곳곳에 피어나지요.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행복나눔대전

대전소셜미디어기자단에 2017년도에는

#갑천누리길

외국인 기자분이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친분이 있는 중국 유학생인 왕소걸양과 함께

#시정현장투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으로

#119시민안전체험장

유성시장을 공동으로 취재를 하였습니다.

#지진체험장

시장에 대한 설명과 물건에 대한 내용,

#남부소방서
#입춘대길_건양다경_국태민안

우리나라 풍습 그리고 중국과의 생활 등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시민과_아침동행

대전소셜미디어기자단에서 최초로 같이 동행하여

입춘,

취재방법과 시장 내 구경을 하다가

상쾌한 아침 파아란 하늘도 반기닷!... 더 보기

유성시장 안 유명한 국밥집에서 조금 늦은 점심으로
국밥 먹었어유~
아침 10시부터 동행하여

좋아요 109명

조금 전 종료하고 학교기숙사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경숙님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3월 29일

좋아요 204명

아마 좋은 내용으로 글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유성시장 #중국

점심시간의 힐링~ 대흥동 토스트 콘서트
요런거 다 하시죠? ^^
#매마수 #파킹갤러리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좋아요 14명

좋아요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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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택님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 있습니다.

안현숙님이
사진 8장 및 동영상 1개를 추가했습니다.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7월 22일

#국립중앙과학관 #스코틀랜드_무빙토이_특별전

3월 9일

유성현님이
새로운 사진 3장을
추가했습니다.
2월 4일

중앙로에서 듣는 무시로가
이 밤 가슴을 적신다.
박상하 음악감독님 쵝오!
#원도심활성화

#무빙토이특별전 #오토마타

#대전이좋다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완전 신기신기~
더운 여름 시원한 특별전으로 오세요^^

시민과의 아침동행에서^^

고은미님이
사진 3장 및 동영상 1개를 추가했습니다.
- 임현철님 외 5명과 함께

#대전소셜미디어기자단

2월 20일

1박2일동안 행복한 평창 팸투어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보고 먹구 즐기고!! 보고먹구즐기고!!
평창모닝입니다~~^^
힘찬 월요일 출발~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좋아요 124명

좋아요 105명

이광섭님이
새로운 사진 18장을 추가했습니다.

김홍택님이
한화 이글스 파크에 있습니다.

9월 25일

4월 4일

‘제9회 효문화 뿌리축제 폐막식’
9월22일(금) ‘효문화 뿌리축제’가

8회말 투아웃부터 9회초까지 봤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 더 보기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한화이글스 #홈개막전
#올해는가는거야가을야구
#대전시소셜미디어기자단
좋아요 271명

좋아요 813명

소셜미디어기자단 떰즈업!

Thumb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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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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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Adam Christopher Parsons

테미예술창작센터에 가면
영감이 샘 솟는다

4월 9일 테미예술창작센터에서 열린 2017 프리뷰 전시를 방문했습니다. 지
금껏 많은 전시를 다녔지만, 레지던시(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 전시
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시장을 누
비고 다니며 마주치는 작품들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자 안내
원이 2층에서 레지던시 전시가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레지던시 전시를 방문한
적이 없어서인지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 5분간 레지던시 전시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전시일지 궁금
했는데요. 1층 전시와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레지던시 전시가 열려 위
층으로 올라갔을 때, 몇 개의 작은 갤러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품의 예고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본 곳이 예술가를 위한 오픈스튜디오였더라고
요. 예술가는 스튜디오에 살며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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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문했던 첫 번째 예술가는 이예슬 씨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초현실
적인 작품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눈을 첫 번째로 사로잡은 작품이
었습니다. 방 주위를 둘러보니, 책상과 침대가 보였습니다. 예술가들이 가끔 대
학생들처럼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예술
가 니콜라스 마넨티와 만났습니다. 벽에 그려진 흥미로운 벽화들을 발견했는데
요. 작가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친절한 그는 레지던
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과 전 세계의 예
술가들이 일정 기간 대전에 살며 작품 활동을 하는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시 관람객들이 예술가들과 만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
린 소녀가 이지영 작가의 스튜디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요. 열심히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작가가 자신의 작품 중 하나를 젊은 관객들에게 설명
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번 프리뷰 전시는 몇 시간 동안 일요일 오후를 잘 보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로 인해 이번 주말이 특별했습니다. 오픈스튜디오
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레지던시가 무언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
니다. 훗날 열릴 전시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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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ril 9, I visited the 2017 Preview: Artist Residency at TEMI

appeared to really enjoy meeting the artists. A young girl peeks inside

Park. I have been to many exhibitions before, but did not know what to

Lee Ji Young’s studio. She is eager to explore. And Lee Seunghyun

expect this time since I had never been to a residency exhibition.

explains one of his works to a young visitor. His works are very

As I entered the exhibition, I could see some very beautiful work. I

interesting.

made way way around the gallery, inspired by each and every piece that

The 2017 Preview: Artist Residency TEMI was a fantastic way to

I saw. As I left the gallery, an attendant explained that there would be

spend a couple of hours on a Sunday afternoon. This weekend was

a residency exhibition at 11 on the second floor. Having never been to a

unique, as it was an open studio event. The open studio was a great

residency exhibition, I didn’t know what to expect.

way to meet artists and learn more about what a residency is. I look

I waited for the residency exhibition to open for about 5 minutes. I

forward to visiting future events.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I imagined that it would be similar to
the gallery on the first floor. As the residency exhibition opened and I
went upstairs, I saw what seemed to be a number of small galleries. I
found out that this was a preview of the artists work.
It turned out that each door that I saw was a studio for an artist.
The artist lives in the studio, where they can spend time developing
their work . The first artist that I visited was Li Setpyul. Her colorful
surreal works are awe inspiring and the first things that drew my
eye. As I looked around the room, I could see a desk and a bed. It’s
interesting to discover that sometimes artists live like university
students. The next artist I visited was Nicolas Manenti, from France. I
noticed some interesting silkscreen work on his wall, which turned out
to be a project that he worked on with a friend of mine. He was a nice
gentleman and explained the residency program to me. It’s a wonderful
program, which brings artists from around Korea and the world to
live and work in Daejeon for a period of time. The exhibition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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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Adam Christopher Parsons

로하스해피로드여행,
아름다워라 대전

‘로하스’는 자연환경과 건강, 피트니스, 웰빙을 함께 아우르는 생활방식을 촉
진시키는 활동을 뜻합니다. 대전시는 로하스금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도시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멋진 장소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대전 8대
여행명소 중 한 곳입니다. 방문객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준
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해피로드는 친구, 가족, 사진작가들과 함께 대전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이곳은 대청호와 금강으로 둘러싸여 동구에서 대
덕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가를 따라 설치된 데크는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
거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도 있
습니다. 가족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많습
니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운 좋게도 1월 중 따뜻한 날에 이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은 동구에 있는 대청호반자연생태공원이었습니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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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도 안성맞춤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작은 조각상이 있고요. 평화롭게 헤엄을 치
는 오리들도 보입니다. 또 풍차가 있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버스를 이용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따로 싸 오셔야 할 거예요. 시내버스
60번과 71번이 이곳에 서고, 동명초등학교에서 정차합니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아름다운 풀이 자라는 습지가 있는 이현동입니다. 2005
년 방영된 MBC 드라마 <슬픈연가>의 촬영장소이기도 한데요.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장소를 따라 그림 같은 산책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환상적인 사진을 찍
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대덕구에 있는 둘레산길이었는데요. 이곳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반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머물면서 소
풍을 즐길 수 있는 탑이 있습니다.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는 가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을
찾을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곳을 20번 방문했는데
요. 올 때마다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라도 환상적인 시간
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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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is an activity that
promotes improved lifestyles by incorporating activiti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to health, fitness, and well-being. With the Lohas
Keumgang project, the city of Daejeon has built a magnificent area
where its citizens can go to experience nature away from the city.
This area, which is one of the top 8 tourist destinations in Daejeon is
expanding every day, offering more for visitors to see and do.
LOHAS Happy Road in Daejeon is a great place for friends,
families, and photographers to enjoy the natural environments that
Daejeon has to offer. The area surrounding Daecheong Lake and the
Geum River stretches from Dong-Gu to Daedeok-Gu in Daejeon. A

The next stop was Ilhyeondong, which has a beautiful grassy

waterside deck runs along many sections the lake, which offers a nice

wetland. Sad Love Story (슬픈연가 촬영지), a 2005 MBC drama series

place to stop for lunch or to take photos. There are numerous trails

was filmed there also. It offers a picturesque walk, with a long

for biking, jogging, and walking. With over a hundred places for

path that has numerous places to stop for a picnic. There are many

families to stop to take in the fresh air or have a nice picnic, it is one

places for children to play. Photographers often visit this place to get

of the best places in Korea to unwind. Luckily, I was able to explore

fantastic landscape photos.

this area on a warm January day.

The final stop for the day was Duraesan(둘레산), which is in

The first stop was Daecheong Hoban Jayeonsaengtae Park(대청호

Daedeok-Gu. There is a nice path to walk around and beautiful

반자연생태공원),which is in Dong-Gu. It offers a lovely place to take a

reflections in the water. There is also a pagoda to stop at for a nice

walk.This place is great for small children, as there is a path around

picnic.

the pond so that they can run around. There are small statues around

There are so many wonderful places to stop around the Geum

the pond and you can also see ducks peacefully swimming around

River and Daecheong Lake, each spot feels extremely fresh and

them. The windmill adds to the magnificent view. If one doesn’t have

relaxing. I have been here at least 20 times and always feel energized

a car, they can take a bus. Make sure to pack a lunch. The bus 60

after each visit. I’m certain that everyone that experiences this area

and 71 stop here, get off at Dongmyeong Elementary school.

will have a fantastic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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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Adam Christopher Parsons

칼국수 장인들의
솜씨를 엿보다
대전칼국수축제

제3회 대전칼국수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전 최고의 칼국수 식당
이 선보이는 레시피를 맛보고자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요리사들이 저마다 국수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관찰하기 위해
1시간을 보냈는데요. 요리사 한 분이 친절하게도 국수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습
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물과 밀가루가 국수로 탄생했는데요. 숙련된 기술에 놀
랐습니다.
또 다른 요리사는 국수를 만드는 반죽 기법을 보여주었는데, 꽤 인상적이었
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면 특히 사람이 많을 때 효율적으로 국수를 만들 수 있죠.
요리사들은 열심히 채소 팬케이크와 수육, 족발 등의 반찬을 만들었는데요. 칼국
수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칼국수축제는 수많은 칼국수 애호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요리법을 알려줬습
니다. 맛있는 국물 냄새가 멀리서도 솔솔 풍겼는데요. 요리사마다 다채로운 재료
를 칼국수 위에 얹어 요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번 칼국수축제는 먹을 곳이 많았고 각 부스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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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Daejeon Kalguksu Festival had a successful opening day. Visitors
came from all over the city eager to try some of the tasty recipes from the
best kalguksu restaurants in Daejeon.
As always, I showed up an hour before the show to observe the unique
techniques that each cook has for making noodles. One cook was kind
enough to demonstrate how to make noodles. Within in a couple of minutes,
the water and flour became noodles. I was amazed by her skillful technique.
Another cook showed his mold and pat technique for making noodles,
which was also quite impressive. A machine is an efficient way to make
noodles, especially when expecting a large crowd. The cooks worked hard
making side dishes like vegetable pancakes, soo yook, and jjok bal. There
was a large selection of traditional Korean favorites to complement the
kalguksu.
The festival offered numerous recipes, which appealed to all types of
kalguksu lovers. The pleasant aroma of the broths could be smelled a
행히도 나중에 식당을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축제 브로셔에 담겨 있

kilometer away. The way each cook carefully placed the colorful ingredients

었습니다. 이번 축제 참석자들은 칼국수 전시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종류의 칼국

made each dish into a work of art.

수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모래와 같은 곡식으로 채워진 거대한 상자도 있었는
데, 부모들이 칼국수를 먹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2017 대전칼국수축제는 칼국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고, 맛보기에 안성맞
춤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친구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There were many choices of places to eat and each booth was very
inviting. Luckily, for future visits to the restaurants, there was a map in the
brochure for the festival. Festival goers could visit the kalguksu exhibition
hall to learn about the history and varieties of the dish. There was a gigantic
box filled with grain, like a sandbox, for parents to let their children play
while they ate kalguksu.
The 2017 Daejeon Kalguksu Festival is a great place to learn, experience,
and taste. I look forward to going back tomorrow with more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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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Alla Ponomareva

오늘은 대전 국제 예술가모임(DJAC)의 로잘리 크낙(Rosalie Knaack) 협회
장대행과 인터뷰하려 합니다. 로잘리 씨와 대전 및 인근 지역의 국내외 아티스트
로 구성된 DJAC는 꽤 오랫동안 활약해 왔습니다. 로잘리와 저는 2011년에 첫 전

로잘리 크낙을
만나다
대전국제예술가모임(DJAC)

시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6년 후에도 DJAC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영감을 줄지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는말
앨라 포노마레바(Alla Ponomareva, 이하 AP) 이 모임(DJAC)을 처음으로 시작한 근
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요?
로잘리 크낙(Rosalie Knaack, 이하 RK) 처음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삶 속에서
예술을 즐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발산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요. 그때 이후로 저희는 단지 외국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
이 참여하도록 확장해 갔지요.
AP 지금까지 열었던 전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RK 하나의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 아주 멋진 쇼를 함께 이루어냈을 때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요. 전시 리셉션에서 작품을 즐기고 또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
누는 아티스트들과 손님들을 볼 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오늘날의 DJAC
AP 왜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 단체에 참여한다고 보시나요?
RK DJAC가 아티스트에게 작품을 전시할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함께 협력하며 전시회를 준비하고 도움도 제공하죠.
AP 왜 1년에 두 번밖에 전시회를 하지 않는 거죠?
RK 전시회를 열기 전에 준비할 것이 엄청 많기에 더 자주 전시회를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끔 저희 회원들이 여러 개의 전시회를 열기도 하지만, DJAC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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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준비한다기보다 개인이나 그룹으로 준비해서 열어요.

RK DJAC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는

AP 전시회가 아티스트에게 계속 작품을 만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십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나 아티스트의 프로필 및 연락처에 대해 알

니까?

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티스트라면 웹사이트에서 DJAC에 참여하기 위해

RK 전시회는 분명히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동기부여가 돼요. 어떤 예술이라도 그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렇듯이, 하나의 퍼포먼스나 전시, 혹은 어떤 행사를 목표로 하면 그 목표를 향해
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AP 이 단체의 다른 장점이나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P 영어를 잘 못 하는 아티스트도 DJAC에 참여할 수 있나요?

RK 다양한 국가에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이기에 예술 일반에 관한 저

RK 대전에 사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환영해요. 영어를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희만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아이디

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영어로 진행되지만, DJAC의 회원들을 도와줄 영어에 능

어와 예술적인 영향을 공유합니다.

통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점은 때때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각각

AP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약 대부분이 도자

의 회원들은 예술에 관해서나 DJAC의 목표에 관해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작품

기 만드는 사람이거나 사진작가들만 있다면 어쩌죠?

활동에 있어 서로 지지해주고,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RK 회원 아티스트들이 몇 년간만 한국에 거주하기 경우가 많아서, 아티스트와

지역사회 참여
AP 일반 대중들도 이러한 전시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RK 네! 지역사회분들이 찾아주시고 전시를 즐겨주시는 게 저희 전시회의 장점
입니다. 전시회 중 아무 때나 오셔도 환영합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해
당 아티스트에게 연락해서 작품을 판매할지 물어보면 됩니다.
AP 전시회에는 주로 어떤 유형의 관객들이 옵니까?
RK 대개 전시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전 거주자분들이시죠. 한국인이든 외
국인이든 해당 아티스트의 친구들이 많고요, 전시회에 대해 듣고 궁금하셔서 오
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AP DJAC 아티스트들을 만난다거나, 배운다거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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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한 작품의 종류는 항상 바뀝니다. 저희는 같은 종류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티

AP DJAC의 회원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스트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현 회원들이 이미 전시한 작품과 비슷한 지원자를 받

RK 가장 큰 장점은 1년에 두 번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있고, 조직 및 비용 부담

아들여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어려워요.

과 전시회 광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작품에 대

AP 회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있나요? 아무나 받아주시

해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이나 지역사회와 행사를 만들어갈 수도

나요?

있어요.

RK 저희는 ‘대전 국제 예술가 모임’(DJAC)이기에 회원들은 대전 거주자여야 합

AP 회비가 있나요?

니다. 지원자는 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고, DJAC에 열정적으로 참여하

RK 매년 1월에 회비를 내요. 새 회원은 참여할 때 냅니다.

는 회원들이 지원자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투표합니다. 모든 지원자를 받진

AP 어떻게 새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않지만 좋은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지원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RK 저희 웹사이트 페이지 상단에 ‘참여하기(JOIN)’ 탭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

AP 참여가 거절당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죠?

니다. 지원자들은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고, 파일을 개별적으로 보낸다거나 포트

RK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피드백은 이후

폴리오 링크를 보내서 작품 이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 다시 지원하거나 다른 단체에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를 더 잘 만드는 데 도움

AP 참여하거나 전시할 회원 수는 상한선이 있나요?

이 되겠죠.

RK DJAC는 참여하는 회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전시에 참여하는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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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시회 계획
AP 곧 있을 전시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RK 10월 12일 목요일 오후부터 10월 17일 화요일 오전까지 전시를 엽니다. 아
티스트들이 모두 참여하는 오프닝 리셉션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에 열 거예요.
AP 어떤 작품을 전시할 건가요?
RK 사진작품, 디지털 아트, 설치미술, 조판제작, 도자기 공예, 가구전시를 포함
해 다양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P 라이브 공연도 하나요?
RK 10월 14일 오프닝 파티에서, 저희 회원 한 명의 라이브공연을 보실 수 있습
니다.
AP 주제가 뭐죠? 그리고 의미는요?
RK 12회째 열리는 전시회라는 의미로 ‘열두 번째 밤(Twelfth Night)’입니다. 페
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시고, 대전에서 예술가들의 모임이 발전하도록 지속
적으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오래 머물지 않
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압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스트 수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의 전시당 10~15명의 회원이 참여하
지만 그게 정해진 규칙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전시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

DJAC 홈페이지

www.djartsco.org

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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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Alla Ponomareva

숭고한 겨울 동화나라를
떠올리며
국립대전현충원

서리가 내리는 추운 날이고, ‘입김이 보여’ 또는 ‘제일 가까운 찜질방이 어디
있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계절에 대전을 여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예
쁜 겨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매우 역사적이면서 누군가에게는 ‘위엄 있는’ 장소
로 여겨지는 이곳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국립대전현충원인데요. 넓은 대지와 그림 같은 연못이 있어 깜짝 놀
라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 모 공모전에 사진을 출품한 건 비밀입니다.) 이곳에
는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최규하 대통령, 이종욱 전 WHO(세계보건기구) 사무
총장, 신현준 해병대 초대사령관, 2010년 천안함 피격 46인의 용사 등이 안장되
어 있습니다. 이곳 묘비마다 꽃과 국기로 단장되어 있는데요. 묘역은 항상 준비
된 모습으로 추모객을 맞이합니다. 또한 현충원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얼
마나 넓은 규모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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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릴지 모르겠지만, 오른편에 있는 연못은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졌습
니다. 이 장소는 지역 사진작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곳이어서 저도 찜한 장소
를 사진 찍기 위해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연못에는 겨울엔 얼어붙기도
하는 폭포와 소풍이나 모임을 위한 정자도 있습니다. 대전을 방문하면서 묘역을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코스는 아니겠지만, 겨울 연못과 예스러운 정자는
당신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의 시선을 받을 거예요.
현충원에서 만나요!

If you’re traveling through Daejeon and it happens to be one of
those frosty days, full of “I can see my breath” and “Where is the
closest Jim Jil Bang?” Why don’t you venture out on a quick walk,
where you can satisfy your thirst for a lovely wintry photograph as
well as see a very historical, and some would even call “Magestic,”
place of this city.
National Cemetery, one of many around this country, should
surprise you with its large square footage and a very picturesque pond
( I know, I turned it into an award winning picture recently). Also
known as 국립대전현충원, this cemetery will not disappoint with the
amount of tombstones from some prominent individuals of Korean
history, such as the 4th President of Korea Choi Kyu-hah,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e Jong-wook,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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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waterfall, which may or may not be frozen as well as
a decently sized pagoda for picnics or other get togethers. While a
cemetery may not be on your radar while visiting Daejeon, a wintery
Pond with a traditional pagoda should sure to make your Instagram
followers jealous.
See you there!

Commander of the Marine Corps Shin Hyun Joon and 46 members of
the late 2010 ROK Cheonan Sinking.
With the flowers decorating each tomb as well as flags, the
cemetery looks always dressed up and ready for visitors to pay their
respects. The mountains surrounding the area, put the emphasis on
how large and abundant this place is.
Once you make you way to the pond on the right hand side, what
you may or may not notice that it is shaped after the outline of Korean
peninsula. This place is very popular with local photographers as I had

국립대전현충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 38-1 또는 현충원로 251

전화번호 042 822 0026
웹사이트 www.dnc.go.kr
길 찾 기 대전역에서 반석행 지하철 탑승 (대전역 서광장 방향 출구 이용) 현충원역 하차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2번 출구(보훈모시미 이용)
3번 출구(시내버스)로 이동
현충원역 2번출구 앞에서 보훈모시미 차량 탑승
보훈모시미승강장 이용

to wait for my turn for this covete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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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야스다 요코

소나무가
천연기념물센터로 온 까닭은?
문경 존도리

여러분은 평소에 천연기념물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천연기념물은 학술적으
로나 관상적(觀賞的)으로나 가치가 높아 보호하도록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
광물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에는 니혼사루(일본원숭이), 니혼카모시카(일
본산양), 마리모(이끼류) 등 국가에서 지정한 1,000여 개 이상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다양한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대전에 한국
의 천연기념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센터’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
습니다.
평소에 천연기념물은 이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 천연기념물센터에 가면 멀리 가지 않고도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보를 살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이고 과학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의
미도 포함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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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고 추억도 쌓았겠지요. 천연기념물이 된 노거수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물 분야를 둘러봤는데요. 마치 유럽에서 태어난 것 같은 외모의 삽
살개가 한국 고유의 전통견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은 지질 분야인
데요. 수억 년 전의 화석을 통해 지구의 오랜 역사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에 중생대 포유류 화석이 세계 최초로 경남 진주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습니
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1억 1천만 년 전 한국의 중생대 백악기 진주층에서
발견된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화석을
천연기념물센터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연 보호구역(독도, 제주도)과 명승 분야 전시까지 다 둘러보면 시간의 흐

천연기념물에는 옛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전시 해설을 들었는데요. 이곳 천
연기념물센터에 오시면 식물, 동물, 지질·동굴, 천연 보호구역, 명승 등 5개 분
야의 전시와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센터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인
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태어난 문경 존도리 소나무’입니다. 처음 천연기념물
에 지정된 것은 쉽게 이동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존도리 소나무는 이전에 문경시에서 자생하던 노거수라고 합니다. 말라 죽은
후 문경시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옮길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허락
을 받고 옮겼습니다. 천연기념물센터로 이 나무를 만나러 오는 지역주민들도 있
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이 나무에 많은 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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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석기시대를 주제로 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동안 매머드는
만화 속의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컸는데요. 진짜 뼈들을 보니 매머드가 실제 동물
이었다는 것도, 이것을 약 10년 전에 찾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언 바
다에서 찾았다고 해도 오래전의 매머드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천
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여러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을 탄
셈이네요. 그동안 몰랐던 천연기념물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천연기념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일본
고향에 돌아가면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전시 해설을 해준 신성연 해설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름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천연기념물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과 그
동안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려는 사람
들이 기울인 노력의 시간도 느껴졌습니다. ‘아~ 시간여행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 <매머드 기증표본 특별기획전>을 둘러보며 또 한 번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천연기념물센터 (www.nhc.go.kr)
개관시간

이번 전시의 매머드 표본은 박희원 일본 나가노현 고생물학 박물관장이 기증
했습니다. 평소 매머드에 관심이 많았던 박희원 씨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매
머드 표본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최소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매머드의 두

하절기(3월-10월) 09:30-17:30
동절기(11월-2월) 10:00-17:00

입장료

무료

버스노선

일반버스 618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하차

문

☎042 610 7610

의

꺼운 피부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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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냄새 솔솔, 먹거리도 풍성
유성 5일장

100년 전통의 ‘유성 5일장’은 대전의 유명한 재래시장 중 하나입니다. 유성시
장의 장날은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입니다. 유성시장이 옛날부
터 유명한 재래시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는데요. 대전광
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광섭 기자와 함께 유성시장 동행취재를 하면서 이곳저
곳을 구경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5일장이 있어서 어렸을 적 할머니를 따라서 자주 장을 보러
갔습니다. 유성시장은 중국의 재래시장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유성시장을 돌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재래시장에도 맛있는 먹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장날마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달라붙어 장터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했었죠. 그 시절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입니다. 할머
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커가면서 장날에 시장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

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날

았죠.

마다 항상 차가 막히고 교통이 혼잡합니다.

유성시장은 규모가 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이 많습니다. 육류, 어

유성시장을 구경하면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과 정을 느꼈습니다. 유성시장

류, 곡류, 과일, 채소, 의류, 꽃류, 떡류, 반찬류, 식기류, 간식거리 등 다양한 판

에서 닭 유정란과 오리 유정란도 살 수 있었는데요. 이런 포장 방식이 이제는 흔

매품목과 먹거리가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일반 마트보다 훨씬 쌉니다. 많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달걀을 보관하고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곳을 찾아와 구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건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싸

유성시장은 곡류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할머니가 직접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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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소를 팔고 계셨는데요. 채소를 정성껏 다듬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셨습
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젊
은이들에게 인생의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안을 구석구석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예쁜 꽃과 귀여운 다육식물에 끌
렸습니다. 색색으로 핀 꽃과 다육식물 앞에서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봤
습니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많았습니다. 특히 맛있는 과자가 가장 매력
적이었습니다.
또 핸드메이드 제품이 눈에 띄어서 얼른 가봤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든 이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이런 정갈한 제품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

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라
고 합니다. 이 그물 밑에 오곡을 놓으면 새가 오곡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그물에
갇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새를 잡는 것이죠. 신기했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방
식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나무 활성탄입니다. 오
랫동안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유성시장
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성시장을 구
경하는 동안 한국 전통시장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뿌듯
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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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이장금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에서
무료 수상 레저를 즐겨요

대전에 수상스포츠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전시는 시
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누, 페달보트,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카누, 페달보
트, 수상자전거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용선과 래프팅은 사전
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신청은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홈페이지를 통
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
름다운 갑천의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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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탑승인원

탑승 가능

탑승 불가능

레저카약

1 ~ 4 인승
(개인종목)

스탠딩 카누
(예약접수)

1인승
(개인종목)

- 대인 1인

페달보트
(현장접수)

1인승
(개인종목)

- 소인만 탑승할 경우
- 대인 1인, 소인 4인 가능
- 탑승인원 1인일 경우
- 탑승인원 2인 이상
- 음주자

래프팅
(예약접수)
(현장접수)

10 ~ 12인승
(단체종목)

- 대인 6명 이상
- 단체 주중예약가능
- 단체 주말현장접수가능

- 소인만 탑승할 경우
- 대인 6명 이하
- 임산부 및 노약자
- 음주자

용선
(예약접수)

10 ~ 12인승
(단체종목)

- 대인 9명 이상
- 단체 주중예약가능

-

- 소인 1인
- 대인 1인
- 대인 1인, 소인 2인
- 대인 1인, 소인 1인 가능
- 임산부 및 노약자
- 대인 2인, 소인 2인 가능
- 음주자
- 소인 1인
- 대인 2인
- 임산부 및 노약자
- 음주자

소인만 탑승할 경우
대인 7명 이하
임산부 및 노약자
음주자

갑천수상스포츠제험창
홈페이지

www.watersports.or.kr

문

042) 472-3047, 8865

의

운영 프로그램
* 중학생 이상 대인, 중학생 미만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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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멋 알리미
소셜미디어기자단이
간다!

4월

5월

립 축제
오월드 튤

2017 대전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은 한 해 동안 대

6월

팸투어
대전스토
리투어 새
벽힐링투
어

팸투어
화진흥원
대전효문

7월

전시정과 지역축제, 문화공연, 여행명소, 외국인
이 바라본 대전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통해

9월

시민과 소통했습니다.

7월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외국인 등 48명으로
구성된 대전시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블로그와 페
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대전시정 5대 역점과제 현장을 비롯해 아

대전국악
방송 출연

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청년거점공간, 대전
스토리투어, 사이언스페스티벌, FIFA U-20 등

팸투어
로드 정책
서울혁신

주요 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기사를 작성해 대전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가을여행
주간 사이
언스쿡 팸
투어

한편, 대전시 공식블로그 ‘나와유(I&YOU)의 오
감만족 이야기(daejeonstory.com)’는 올해 누
적 방문자수 86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상위
0.01% 블로그로 인정받았습니다. 3월에는 네이

7월

버 공식블로그 ‘즐겨유대전(blog.naver.com/
storydaejeon)’을 추가로 개설하며 홍보채널을
다변화했습니다.

사 콜라보
마케팅공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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