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를 원한다면 잠잠하고 평온하면서도 어쩐지 서글픈 곳,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의 작은 

항구도시가 있다. 이미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다낭에서 남쪽으로 320 km, 나트랑에서는 북쪽으로 230 km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싱그러움과 낭만의 자연을 원한다면 홋카이도의 중심, 비에이와 후라노를 가자.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 넓게 펼쳐지는 전원 풍경은 피로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 

한여름에도 기온이 높지 않아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글 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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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낙원

베트남 꾸이년(퀴논, Quy Nhon)

세상에 덜 알려진 베트남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 이곳의 시간은 조급함이 없이 유유히 

흘러간다. 꾸이년은 베트남에서 가장 고요한 

해변 중 하나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이곳은 

1874년 프랑스가 무역항으로 건설한 도시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 특색 있는 지역 요리, 참

파왕국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다. 꾸이년 사

람들은 활기차고 직설적이다. 소박하며 여행

자들을 진심으로 반긴다. 에메랄드빛 푸른 바

다와 산, 전설처럼 남아 있는 유적들에 둘러싸

여 있는 그들은 낯선 여행객을 보면 ‘Hello’라

고 먼저 인사를 건넨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뼈아픈 

곳이다. 월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이 주둔했

으며,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아이들에

게 한국군이 저지른 참상을 잊지 말고 기억하

라는 내용의 자장가를 불러줬고, 베트남 통일 

후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설치되기도 했다. 다

행인 것은 용산구와 꾸이년시가 지난 상처를 

보듬은 인적, 물적 교류사업을 20년이 넘도

록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맹호부대가 주둔

했던 꾸이년시, 그리고 그 맹호부대를 창설한 

용산구. 용산구는 꾸이년시 저소득층 자녀 장

학금 전달, 백내장 치료기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이태원 보광로59길

에 ‘베트남 퀴논길(Vietnam Quy Nhon-gil, 

연장 330 m, 폭 8 m)’을 조성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역사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쉼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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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국의 여름 정원, 

일본 홋카이도(Hokkaido)

파도처럼 펼쳐진 높고 낮은 구릉, 구릉과 구릉 사이에 

만발한 꽃들. 바다만큼 매혹적인 여름의 정원이다. 

홋카이도 지도를 펼쳐놓고 정중앙을 가리키면 그곳

에 비에이와 후라노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

문에 ‘홋카이도의 배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한여름의 햇살이 비치는 이 평야지대는 모난 곳이 

없으며 남프랑스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꽃으로 이

루어져 있다. 비에이는 꽃밭과 함께 진홍빛 수수밭

과 노란색 밀밭이 어우러져 있다. 그 너머엔 푸릇

푸릇한 감자밭이 펼쳐진다. 색과 색의 대비가 뚜렷

하고 화려하다. 마치 다양한 색조의 천 조각을 이

어 붙인 것만 같다. 길을 따라 달리면서 만나게 되

는 언덕과 나무는 ‘마일드세븐 언덕’, ‘세븐스타 나

무’, ‘켄과 메리의 나무’ 등 그럴듯한 사연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광고와 영화의 배경이 된 덕

분이다.

후라노는 비에이에서 45 km 정도 떨어져 있다. 후

라노는 일본 최대의 라벤더 산지로 그 규모가 대단

하다. 홋카이도의 여름 햇살은 달달한 과즙이 느껴

지는 멜론, 진하고 고소한 우유와 치즈를 탄생

시켰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비누와 향수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심었던 라벤더는 이제 후라노를 대

표하는 여름 관광지가 됐다. 연보랏빛 꽃망울이 피

어올라 만개하기까지의 6월부터 8월까지 라벤더를 

만날 수 있다.

홋카이도를 이야기하며 ‘오겡끼데스까’라는 명대사

를 탄생시킨 곳, 오타루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오

타루 운하는 1,300 m, 폭 40 m로 아기자기한 상점

과 다이세시대에 지어진 석조창고가 어우러져 이

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오타루의 유리공

예로 완성되는 오르골은 언제나 관광객들의 관심 

대상이다. 오타루에는 세계 각국의 모든 오르골이 

모여 있는데 무려 3만여 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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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는 가보지 못한 혹은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의 섬들이 많다. 우리 자연의 풍요와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 푸른 바다 일렁이고 산이 춤추는 우리의 섬으로 여행을 떠나자. 

11  화석에너지 제로의 섬     연대도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18 km쯤 떨어진 섬이다. 섬의 면적은 1.14 ㎢에 불과하고 마을

이 하나뿐인데도 역사만큼은 통영의 어느 섬보다도 장구하다.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사

람이 살았음을 입증하는 조개무지(貝塚, 사적 제335호)가 발견되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삼도수군통제영의 수

군들이 왜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한 연대를 이 섬의 정상에다 설치했다고 한다. 연대도라는 지명도 거기서 비롯

됐다. 연대도는 국내 최초로 자연에너지를 사용하여 ‘화석에너지 제로의 섬’으로 변모했으며 생태관광의 거점

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모범지역이다. 

3  ‘홍길동전’ 율국도의 모델     위도 

변산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15 km 떨어진 위도는 섬의 생김새가 고슴도

치와 닮았다하여 ‘고슴도치 위(蝟)’자를 써서 명명됐다. 위도는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꿈꾸었던 ‘율도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질 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이다. 위도는 서해의 고기

떼가 집결하는 황금어장으로 4~5월 산란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선이 모여 파시(波市)가 서며 서해안 3대 조

기 산란장으로도 유명하다. 낚시를 즐기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 낚시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

게 흰꽃을 피우는 ‘위도상사화’라는 야생화로도 유명하다.  

6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섬     생일도  

생일도는 해발 483 m의 백운산과 금곡해수욕장을 낀 동백숲이 있으며, 

남쪽에는 용출리 갯돌밭이 장관을 이루는 섬이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

나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섬으로,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미역과 다시마, 톳, 전복 등이 신선하고 품질 좋기로 유

명하다. 백운산 서쪽에 위치한 금곡해수욕장은 최근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나, 면소재지인 유촌리와 

해수욕장 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빛을 보기 시작했다. 폭 100 m, 길이 1.2 km로 주변에 후박과 잣밤, 동백나

무 등 상록수림이 울창하고 야생염소들이 바닷가를 노니는 진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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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섬    1. 장고도 2. 가의도 3. 위도 4. 낭도 5. 애도  

6. 생일도 7. 관매도 8. 대마도. 9. a반월도/b박지도 

10. 수우도 11. 연대도/만지도 12. 신수도  

13. 자란도 14. 비양도

 맛 섬    15. 영산도 16. 이수도

 놀 섬    17. 장봉도 18. 대청도 19. 무녀도 20. 하화도  

21. 가우도 22. 소안도 23. 임자도 24. 우도  

25. 연화도 26. 욕지도

 미지의 섬    27. 세어도 28. 방축도 29. 연홍도   

30. 장도 31. 병풍도 32. 추도

 가기 힘든 섬    33. 여서도

※ 자료제공_행정안전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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