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홍아름   사진 인천광역시청

기억을 걷는 시간

인천광역시

거리마다	역사를	품고	있는	고장.	인천은	개항기부터	지금까지	130여	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은	새롭게	재탄생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곳곳에	깃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곳

개항의 도시 인천. 1883년 개항 이후, 서구 근대문

화는 이곳 인천을 통해 집중적으로 시작됐다. 인

천항을 통해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

한 이곳 인천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옛

것을 지키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인

천 개항장 주변에는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가 많았

는데, 한국근대문학관은 이 물류창고를 개조해 만

들었다. 한국근대문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에서는 근대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 한국근대문학

의 형성과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획전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학 

및 인문학 강좌개최, 한국근대문학 관련 자료의 수

집과 보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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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근대문학관 전시장 내부, 개항 이후 창고로 사용한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다

2.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개조해 총 13개 동으로 조성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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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문학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일본식 목조

가옥들이 이어진다. 개항 이후 겪었던 수탈의 모습

이 상흔처럼 남아있지만,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 가운데 100년 된 일본식 목

조가옥을 보수해 만든 카페 팟알(POT R)이 있다. 

카페 팟알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67호로 지정됐다. 대화조 사무소로 쓰였던 이 

건물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나무 천장과 소담한 

정원, 손때 묻은 소품들로 가득하다. 2~3층에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다다미방이 있어 고즈넉한 분

위기가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국내산 팥으로 만든 

단팥죽과 팥빙수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데, 

꿀을 듬뿍 넣고 만든 나가사키 카스텔라와 함께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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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다. 추억과 함께 먹는 카스텔

라와 단팥죽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OLD & NEW, 공존을 꿈꾸다

단팥죽으로 속을 뜨끈하게 데운 뒤 다시 발걸음

을 옮겼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옛것을 보존하며 새

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1930년대부터 4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개조해 총 

13개 동으로 조성했으며, 전시장과 아카이브, 스튜

디오뿐만 아니라 인천의 예술가를 위한 창작 작업

실과 인천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톡톡 튀는 작품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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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건물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따스하게 보

듬는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분 정도를 걸어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으로 향했다. 1895년 ‘협률

사’라는 상설 연극 공연장으로 시작해 1925년에 지

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 중 

소실되기도 했지만, 1960년에 다시 복원해 지금까

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촌스러우면서도 향수

를 불러일으키는 멋이 있어 들어가는 순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가격 또한 성인 

7,000원, 청소년 6,000원으로 저렴하다.

흐르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천에는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움이 있다. 이곳에는 발걸음마

다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오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

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있다. 

Tip

골목마다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신포국제시장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인	신포국제시장은	개항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	대표시장이다.	매콤

달콤한	신포닭강정과	속이	꽉	찬	오색만두	등	다양한	먹거

리가	많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또한	근처에	매콤한	양념

이	밴	삼치냄새와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거리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세운다.

위치  1호선 동인천역 도보 7분

※			신포시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청년몰인	‘눈꽃마을’도	있는데,	

사계절	내내	눈이	쌓인	마을로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간단한	먹거리와	소품점,	사진관	등이	입점해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문의   032)430-9300

인천	노동자들의	건강한	내일을	그리는

인천산업보건센터

인천에서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인천산업보건센

터가	2019년	1월	개소했다.	예비조사와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과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천산업보건센터는	쾌적한	작

업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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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근대문학관 전시실 내부

4. 인천아트플랫폼 외부, 창고로 사용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5.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카페 '팟알(POT R)'

6. 팟알의 대표 메뉴인 팥빙수

7.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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