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책 한 권에 커피 한 잔… “행복은 바로 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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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삼청동 북카페 산책 어때요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소슬하다. 하루에 두어 시간, 짬을 내 책과 커
피가 있는 북카페로 나들이를 해보면 어떨까. 몇 년 전만 해도 북카
페는 드물었고, 책 몇 권 비치해놓고 ‘북카페’ 간판을 단 곳도 많았
다. 요즘 북카페는 달라졌다. 책의 종류와 양이 많아졌다. 복합문화공
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났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있다.
북카페가 많은 서울시내 홍익대와 삼청동 주변을 살폈다.
◆토끼의 지혜=올 초 문을 연 ‘토끼의 지혜’(마포구 상수동)는 가정집 서재 같은 분위기다. 인문과학·사
회과학·소설·여행서 등 1000여 권을 갖췄다. 대부분 신간. ‘스타일과 트렌드’ ‘교양과 예술’ ‘휴식과 여유’
등으로 분류한 뒤 다시 ‘자기계발’ ‘지식의 대중화’ ‘고전의 향기’ 식으로 재분류해 원하는 책을 쉽게 고
를 수 있다. ‘추억과 동심’ 코너에 있는 소년중앙·보물섬·하이틴 등 옛날 잡지가 눈길을 끈다. 최원식 사
장은 “낮 시간에 주부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02-337-1457.
◆잔디와 소나무=출판사 좋은생각에서 운영하는 ‘잔디와 소나무’(마포구 동교동)는 족욕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녹색식물로 인테리어를 한 널찍하고 환한 공간이 머리 식히기에 적합할 듯하다. 소설·수
필·여행서·사진집·실용서 등으로 이뤄진 열람용 서적 150여 권과 신간 베스트셀러 90권을 진열해 놓았다.
소장도서 중 150권씩 번갈아 전시한다. 카페에서 부모님께 거는 전화는 무료. 편지지나 엽서에 사연을
적으면 무료로 부쳐준다. 02-330-0333.
◆내 서재=샛노란 간판도 눈길을 끌지만, 3000여 권의 책이 빼곡히 꽂힌 서가가 정말 ‘서재’ 같다. 정은
주 사장은 “매주 두 번 정도 시내 대형서점에 나가 어떤 책이 나왔는지를 살피고 그중 20∼30권을 구입
한다”고 말했다. 책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북마스터’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게 정 사장의 설명.
김형경·성석제씨 등 유명 작가와의 대화도 열린다. 종로구 팔판동. www.mybookcafe.co.kr, 02-730-1087.

아이들 챙기기와 집안일에 바쁜 일상, 잠시 짬을 내 북카페에서 책의 향기에 취해보자. 서울 팔판
동 ‘내 서재’를 찾은 동화작가 임사라씨. 작은사진은 왼쪽부터 잔디와 소나무, 토끼의 지혜, 미카
야. [사진=김성룡 기자]
◆엔=삼청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엔’은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꿈과 쉼’ 덕분에 지역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곳. 엄마는 책을 보고, 아이는 놀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꿈과 쉼’은 최근 확장 공사
를 해 더욱 널찍해졌다. 엔은 『디스커버리 총서』부터 만화 『신의 물방울』까지 1000여 권을 갖췄다. 주
변의 여느 카페에 비해 커피값이 저렴한 것이 특징. 02-733-1054.

◆미카야=“은희경씨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은희경 하면 떠오르는 건 똑
똑함, 그리고 냉소 이런 건데요. ‘별로인가? 왜 샀지?’ 이러다가도 ‘다음에 또 살지도 몰라’하는 그런 책
입니다.” ‘미카야’(마포구 서교동) 이연이 사장의 블로그(www.michaya.co.kr)를 보면 알 수 있듯, 카페에
비치된 책 100여 권에는 주인의 관심어린 손길이 배여 있다. 커피는 물론 직접 만든 케이크가 별미다.
테이블 꽃 장식도 정성스럽다. 02-3143-3579. 월요일 휴무.

<아이와 함께 동화책 읽을 수 있는 곳>
▶리브로=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서점.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책 3500여 권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키즈 북 라운지’와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는 ‘네버랜드 픽쳐 북 뮤지엄’이 있다. 경기 파주 헤이리.
031-948-0740.
▶분당 책 테마파크=1만5000여 권의 소장도서 중 70%가 어린이 책이다. 경기 성남시. 031-783-8000.
▶초방=어린이 전문서점이었던 곳이 고풍스러운 북카페로 바뀌었다. 그림책 2000여 권 비치. 서울 대
신동. 02-39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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