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ㅣ세대공감, 노래와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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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양강처녀상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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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목포 ‘이난영 생가’

▲덕수궁 돌담길

▲분당 ‘신해철 거리’

‘춘천 가는 기차’ 타고 ‘소양강 처녀’ 만나 볼까
덕수궁에선 이문세의 ‘광화문연가’ ‘소양강 처녀’와 1989년 나온 김현철의 ‘춘
제천엔 ‘울고 넘는 박달재’ 기록들 천 가는 기차’는 춘천과 낭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래다. 경춘선 종착역

핀란드 관광청, 크리스마스 캘린더 행사
핀란드 관광청
은 24일까지 ‘크
리스마스 캘린
더’ 이벤트를 진
행한다. 공식 사
이트(visitfinland.com/ko/christmascal
endar)의 캘린더 날짜를 클릭해 문제의 정
답을 맞추면 응모할 수 있다. 매일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핀란드에서 만든 럭키박스
를 증정한다. 구성품 중에는 130만 원 상당
의 핀란드 왕복 항공권도 있다. 이벤트 캘
린더는 핀란드 일러스트레이터 카이수 샌
드버그의 작품으로 헬싱키 원로원 광장의
트리, 산타와 루돌프, 호수에서 스케이트
를 타는 아이들 등 핀란드의 크리스마스
정경을 담았다.

필리핀, 세계 최고 다이빙 여행지 선정

분당 ‘신해철 거리’엔 동상과 발자취 인 춘천역에서 가까운 곳에 노래에 나오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소
양강 처녀)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힌 조그만 교회당”(광화문 연가)
발표된지 꽤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랑
을 받고 있는 노래들이 있다. 이런 노래들
은 오랜 세월 사랑받으면서 각자의 추억
과 사연이 담겨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12월, 고즈넉한
정감에 젖어들게 하는 노래와 함께 떠나
는 여행은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노래
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12월
추천 가볼만한 곳 6곳을 선정했다.

뀫‘광화문 연가’ 속 돌담길과 교회당
(서울 중구 일대)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에는 정동길, 교회당, 덕수궁 돌담길
이 등장한다.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
영훈이 1988년 작사·작곡한 노래다. 노래
에 나오는 ‘눈 덮인 예배당’이 정동제일교
회다. 교회 맞은편에 이영훈의 노래비가
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정동전
망대에 오르면 덕수궁과 정동길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뀫‘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의 낭만
(춘천시 공지로 춘천역/춘천시 영서로 소
양강 처녀상)김태희가 1970년대 발표한

뀫‘삼포로 가는 길’의 그 어촌마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강은철이 부른
‘삼포로 가는 길’은 1983년에 나왔다. 배

필리핀은 11월
28일 열린 월드
트래블 어워드
(WTA) 그랜드
파이널 갈라 시
상식에서 세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로 선
정됐다. 필리핀은 아조레스 제도,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의 보라 보라, 케이만 제도,
피지, 갈라파고스 제도, 호주, 몰디브, 멕
시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등 쟁
쟁한 경쟁지들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수상
했다. 한편, 팔라완의 아만풀로 리조트도
세계 최고 다이빙 리조트 부문을 수상했
김재범 기자
다.

뀫‘울고 넘는 박달재’의 전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제천과 충주
를 잇는 박달재는 예부터 교통의 요지이
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하지만 이곳이 유
명해진 것은 1948년 발표된 노래 ‘울고 넘
는 박달재’ 덕분이다. 노래는 당시 크게
히트해 영화와 악극으로도 만들어졌다.
박달재에는 노랫말에도 등장하는 금봉과
박달의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공원과 목
각공원이 있다.
뀫‘목포의 눈물’과 ‘영암아리랑’의 그곳
(목포시 삼학로92번길 이난영공원/영암

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한국트로트가요센
터) 한국 트로트의 대표곡 ‘목포의 눈물’
은 1935년 발표됐다. 목포에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난영이 잠든 삼학도 이난영
공원, 양동42번지의 생가터, 유달산 자락
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 등이 있다. 인근
영암에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있다.
국내 트로트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고,
이곳 출신의 가수 하춘화의 50여 년 노래
인생을 만날 수 있다.
뀫‘마왕’ 신해철의 발자취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로3번길)‘마왕’이
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싱어송라이터 신
해철. 성남시 분당에 있던 그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신해철거리가 조성됐다. 신해
철이 마이크를 잡고 앉은 동상을 중심으
로 160m 정도 길이다. 각계각층 사람들
이 생전의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이
거리 바닥에 있고, 그가 쓴 노랫말도 새겨
져 있다. 신해철거리와 가까운 율동공원
은 호수를 따라가는 산책로가 운치 있다.
oldfield@donga.com

에버랜드, 내년 2월까지 ‘2020 비긴 어게인 위드’ 캠페인
꿈 그리기·불꽃쇼·도전 테마 20 등 진행 로 그려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에버랜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0 비긴 어
게인 위드 에버랜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는 소양강 처녀상이 있다. 이웃한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이곳의 랜드마크이다. 국립
춘천박물관의현묘의 정원과 기억의 정원
에서 즐기는 산책도 남다른 정취가 있다.

따라기의 이혜민이 작사·작곡했다. 노랫
말의 느낌때문에 많은 이들이 삼포를 실
제는 없는 이상향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작은 어촌
이다. 이혜민이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노
랫말을 썼다. 2008년 마을 초입에 ‘삼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세워졌다. 한적한 포구
에 카페가 몇 군데 있어 커피 한잔하며 쉬
기 좋다.

사진제공｜에버랜드

에버랜드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의
빅 이벤트를 진행하는 ‘2020 비긴 어게인
위드 에버랜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12월에는 첫 이벤트로 ‘2020년 나
의 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10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며, 2020년에 이루고 싶은 꿈을 그림으

응모할 수 있다. 이 기간 ‘거꾸로 가는 롤러
코스터’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6일부터
연간회원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4일부터 일반고객에게도 오픈한다.
2020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벽에
거는 ‘2020 위시월’ 이벤트도 중순부터 진
행한다. 에버랜드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위
시월의 소원의 숫자만큼 특정기부금을 출
연해 소외지역 아동돕기 기금으로 활용한

다. 31일 밤에는 포시즌스가든에서
2020년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 불꽃쇼’
가 열린다.
2020년 1월에는 도전을 테마로 고객이
참여하는 숫자 ‘20’과 관련된 20가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가지 프로모션은
12월 말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공
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졸업 시즌인
2월에는 청춘축제 ‘헬로 마이 트웬티즈’가
김재범 기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