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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북 카페’
파주 헤이리 아티누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파머스 테이블’에서 차 한
잔 앞에 두고 책을 읽고 있는 여성/조선영상미디어 유창우 기자
낙엽 흩날리고, 찬 비라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따끈한 차 한 잔에
소설 한 자락 읽으며 뒹굴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다. 친구 두셋이 모
처럼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문제는 찰거머
리처럼 달라붙는 아이들이다. 어디 맡길 데도 마땅치 않고, 두고 가자
니 마음이 불편하고. 날이 추워지니 아이들도 실내에 오래 있으면 좀
이 쑤시는 눈치다. 이럴 땐 ‘북 카페’만큼 좋은 아이디어도 없다.마침
최근 들어 책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서울 안팎에 부쩍 늘어나
고 있다.
한잔의 차는 입안을 적시고 한권의 책은 마음을 적시고…
도서관 싫어하던 우리 개구쟁이도 여기선 책벌레 가을 여행, 잘 왔다.

◆카페 위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
삼청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삼청동 북까페 ‘엔’(02-733-1054)은 전문 바리스타가 끓여내는 달마이
어 커피를 마시면서 최신간 양서들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한 크기의 수제 의자들 덕에 책을 오래
앉아 읽어도 피곤하지 않다. 까페라떼 4000원, 아이스크림 3000원, 샌드위치는 3500원인데, 참치 와사비
호밀 샌드위치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곁들인 세트 메뉴(6000원)가 간단히 요기하기에 좋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층에 ‘엔’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02-734-1054)이 있다는 것.
신내동에서 초등 3학년 아들과 일부러 이 곳을 찾은 권수경(38)씨는 “큰 도서관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골라 읽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수필·소설·만화 등 베스트셀러가 선별돼 있고, 월별 코너에 신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 좋다”고 말한다. 도서관에서는 매달 ‘생물화석 표본 만들기’ ‘그림동화 읽기’ 같은 프로
그램을 진행하니 미리 체크해볼 것. 나온 김에 경복궁이나 근처 부엉이박물관(02-3210-2902)에 들러도
훌륭한 나들이가 된다. 삼청교회의 넓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단, 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그림책의 천국, ‘초방’
이화여대 후문 건너편 골목에 자리한 북 카페 ‘초방’(02-392-0277, www.chobang.com)은 책을 마음껏 읽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갤러리와 서점을 한데 겸한 45평 가량의 공간이다. 길가에 면한 창가 쪽에는 그
림책부터 초등학생 동화책 2000여 권이 구비된 어린이 서가와 어린이용 책걸상들이 놓여 있고, 안쪽에
는 벽면을 따라 책과 미술작품이, 중앙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다. 한국인으로는 처
음 ‘볼로냐어린이국제도서전’ 심사위원을 맡았던 신경숙씨가 주인장. 그래서인지 볼로냐도서전에서 수상
한 우리 창작 그림책들이 비중 있게 전시돼 있다. 정기적으로 그림책 작가들을 위한 워크숍이 열리는
‘사랑방’.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일본 그림책 읽기 모임’에서는 일본 그림책을 통해 일본 문화
를 탐구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엄마들을 따라 나들이에 나선 아홉 살 단짝 친구 인화와 윤
빈이가 장난을 치며 책을 읽고 있다.

◆책이랑 놀아요, ‘헤이리 아티누스’
12월1일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들어서는 어린이 책
복합문화공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온통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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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031-948-0740)가 메인 공간. 2만 권에 달하는 어린이·청소년 책과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서가 구비된
2층 서점 안에는 책 모양의 거대 조형물을 비롯해 ‘괴물들이 사는 나라’(모리스 센닥) 주인공들이 꼬마손
님들을 반긴다. 15일에 문 여는 네버랜드 피처북 갤러리(031-948-6685)는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
를 전시하는 공간. 갤러리 안에는 3000여 권의 그림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 놀이터’가 따로 마련
된다. 1층에 자리한 레스토랑 ‘파머스 테이블’(031-948-6225)에선 스파게티, 피자 등 이탈리아 음식을 15
일부터 판매한다. 화덕에서 막 구워낸 피자(1만1000~1만8000원)는 이 집의 자랑거리. 허브와 빵 굽는
가게, 티 하우스도 들러볼 만하다. 아티누스 말고도 예술마을 안에는 북하우스, 반디 북카페, 동화나라
등 책을 테마로 한 문화 공간이 많으니 산책 겸 둘러보자.

◆오래 되어서 정겨운, ‘진선북카페’
삼청동 초입의 갈림길 사이 삼각형 땅에 세워진 2층짜리 통나무 카페. 멋진 나무들 아래 야외 테이블을
놓은 정원이 운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백과사전, 어학사전류를 합해 3000여 권의 책이 구비돼
있고, 어린이 책도 200여 권 가량 있다. 차 종류는 4000원선, 스테이크는 1만5000원~2만원, 스파게티는
8000원~1만원, 샌드위치는 5000원이다. 주말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으므로, 아이를 데려가기에는 평일
오후가 조용하고 좋다. 모(母)회사인 진선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은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북 카페로 광화문 성곡미술관 맞은 편에 자리한 ‘커피스트’(02-725-5557)
와 홍대 앞 ‘다방(D’AVANT)’(02-325-5510)이 있다. ‘커피스트’는 생두를 직접 볶아 우려낸 커피와 직접
만든 쿠키, 빠니니를 맛보면서 카페 주인장이 모아둔 커피·와인·음식 관련 책과 만화, 잡지들을 읽다 보
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방’은 맛있는 와플, 팬케이크, 에스프레소 커피로 유명하며, 책은 물론 클래
식·재즈CD들까지 구비돼 있어 듣고 싶은 곡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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