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기대는 없었다. 스위스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을 뿐. 처음 지하철 개찰구부터 풍기

는 퀴퀴한 냄새는 기대가 전혀 없던 나에게 어떤 확답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출구를 빠

져나오는 순간, 바로크 양식의 거리 풍경과 제국 궁전, 커피하우스 문화와 크리스마스

의 활기찬 분위기가 조금씩 나를 매혹시켰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도시를 가장 사랑하

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인공 제시와 셀린느는 비엔나에서 하루를 함께하며 사랑과 실

연, 결혼, 죽음, 청춘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나눈다. 오스트리아는 이것들을 가능하

게 만드는 나라다.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비엔나 

3대 카페로 불리는 자허(Cafe Sacher)로 갔다. 멜랑쥬 커피 두 잔과 자허토르테라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커피하우스 속 목마른 여행자의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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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다. 자허토르테는 조밀 한 

초콜릿 케이크로 이루어져 있었다. 케이크 상단

에 있는 달지 않은 얇은 층의 살구잼이 촉촉함을 

더해주었다. 이 사랑스러운 케이크는 오늘날 세

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 중 하나이며 1876년 

5성급 자허 호텔(Hotel Sacher)의 설립을 가능

하게 만들었다.

걷는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비엔나 뒷골

목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허름한 커피하우스로 

향했다. 비엔나의 커피하우스는 30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특

유의 고전적인 커피들은 그 다양성과 섬세함에

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맥주 한 병과 멜랑쥬 

한 잔을 시켜 따듯한 조명 아래 몸을 녹였다. 어

두운 카페 안 사람들 틈으로 피아노 선율이 새어

나왔다. 음악소리가 나는 곳에는 피아노가 있었

고 그 너머로 백발이 보였다. 음악이 멈추자 정장

을 차려입은 노인 한 명이 피아노에서 일어났다. 

바(bar)로 간 백발의 피아니스트는 바리스타에게 

커피 한 잔을 받아 몇 분간의 휴식을 갖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이 상황을 자

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엔나

의 이미지가 이 장면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낯선 도시의 음악이 흐르는 커

피하우스에서 갓 구운 케이크와 고급커피를 앞에 

놓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비엔나의 커피하우스는 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만

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유롭게 토

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고전적인 

문화가 고도로 숙련된 예술작품이 되었고 황홀한 

음악이 되었다. 

비엔나에서 느낀 것은, 초고층 건물이 없으며 보

행자 친화적이며 조용한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도심을 순환하는 전기 트램이 운행된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도시가 예술과 과학의 최전

선에 있지만 비엔나의 많은 건물은 여전히   18세

기와 19세기의 우아함을 반영한다. 서울의 중심

지와 비교할 때, 여기의 시간은 여전히 우아하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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