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좋아하는 나는 고등학교시절, 교실 뒷자리에서 친구 몇 명과 자동차 잡지를 

보곤 했다. 빨간 지붕이 가득한 유럽의 어느 곳에서 촬영된 광고를 보고 이 도시를 동경하

게 되었다. 정작 그때의 광고 주인공인 자동차와 브랜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가고 싶

었다. 직접 보고 싶었다. 검은 눈을 가진 하얀 찹쌀떡 같은 그녀를 만나고 내뱉은 말은 이

거였다. 프라하 가즈아!

 

결혼식이 끝나고 캐딜락에 캐리어를 실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인천공항으로 안내

했다. 그제야 신혼여행 가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공항에 들어서니 피로가 몰려왔다. 

하늘에 떠 있는 11시간은 삭제되었다. 피로가 우리에게 순간이동이라는 기적을 선물했다.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한 후 비행기에 탑승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웃으면서 

다가온 승무원이 무슨 일로 체코에 가느냐고 물었다. 허니문이라고 답했다. 미소가 아름

다운 승무원은 ‘일등석 좌석이 남았는데 업그레이드해주겠다’라는, 미소보다 아름다운 소

식을 전했다. 다른 승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일등석으로 옮겼다. 내릴 때 결혼을 축하한다

는 손편지와 샴페인 두 병을 선물로 받았다. 타국에서 이러한 축하를 받으니 진심으로 고

마웠다. 문득 결혼식에서 축하해준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녀왔습니다

체코 프라하
맥주 거품처럼 가볍고 달콤한 시간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낯선 도시를 

만나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발코니 문을 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프라하성과 

동화처럼 늘어선 빨간 지붕들, 그 사이사이로 솟아오른 첨탑. 중세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들이 발밑으로 펼쳐졌다.

글·사진 대외홍보팀 김효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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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 도착하니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에서 튀어나온 듯한 흰머리의 할아버지 호텔리어

가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는 우리를 고풍스러운 소

파로 안내했고, 웰컴 드링크로 나온 샴페인을 따라

주었다. 당시의 샴페인 맛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좋았던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기억 언저리에 남아

있다.  

프라하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해가 지고 프라하

성에 불이 켜지면 비틀대며 숙소로 돌아왔다. 체코는 

세계적인 주당 독일인들도 최고로 손꼽는 맥주가 

있는 곳이다. 코젤 맥주의 생산지로, 검은 홉이 주

는 단맛은 살찐 나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

다. 알코올 도수는 ‘알 수 없음’이다. ‘11 medium’이

라는 숫자는 알코올 도수가 아니고 발효 전 보리의 

당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한다. 저렴한 물가로 체

류하는 나흘 동안 내 수분섭취는 맥주가 대신할 수 

있었다. 

일생동안 이곳을 벗어나지 못했던 카프카와, 

체코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모차르트가 그러했듯, 

프라하는 우리를 매료시켰다. 고요히 흐르는 블타

바 강과 낭만의 카를교, 보헤미안의 방랑과 자유로

움을 담고 있는 골목 등 낭만적이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프라하는 가히 체코의 심장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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