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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를 따라 문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어딘가 예쁘고 세련되게 

생긴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바로 출판사와 책과 관련된 공간들이 

모여 있는 출판문화공동체, 파주출판도시이다.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세워진 건물들은 도시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처럼 만들고자 

문화도시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졌다. 실제 안내지도에는 걷기 

산책코스가 잘 나와 있고 자전거도 비치되어 있으니 

다리를 건너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평일에 방문한다면 실제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출판사나 독립 출판사들의 생동감 있는 바쁜 

하루를 볼 수 있고, 주말에 방문한다면 한적한 

마을의 동네 북카페에서 온종일 여유를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조금 쌀쌀해진 바람과 낙엽이 색을 바래는 가을이 되면 왠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럴 때 가장 쉽게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하얀 종이에 검정색으로 써내려가진 문장 속의 멋진 

장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의 여행이다. 

내가 고른 책 속 수백만 곳의 여행지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씨와 독서가 

미덕이 되는 가을의 분위기. 가을의 푸른 하늘 아래서 어디든 떠날 수 있게, 상상 속의 여행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곳을 소개한다.

글·사진
이휘리(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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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도서관

가을 독서 나들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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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책에 의한, 책을 위한 도시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연락처 : 031-955-0082 

특   징 :  개인 또는 출판사에서 기증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 공간. 전시와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

운영시간 :  1관)10:00~17:00 2관)10:00~20:00 

3관)24시간

문발리 헌책방골목 

연락처 : 031-955-7440

특   징 :  옛 책방 골목 같은 공간의 북카페. 중고책을 

판매하며 비정기적인 음악공연 있음.

운영시간 :  10:00~19:00 명절휴무



서울 시내 한가운데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이 

있다. 종로구에 위치한 이곳은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으로 인왕산 자락의 멋진 풍경 속에서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가 그려진다. 특히 단풍이 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선비 놀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립 도서관인 만큼 책 대출도 가능하며 

온돌로 된 독서공간에선 누구나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인문학 콘서트와 저자와의 만남 등의 이벤트가 

있고 문인들을 위한 집필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 윤동주문학관도 

있으니 책과 함께 가을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겠다.

영화 ‘내부자들’을 봤다면 아마 조승우와 이병헌이 잠시 

숨을 고르던 시골집을 기억할 것이다. 시골길을 들어가다 

비포장의 굽은 길을 한참 더 가다보면 여기에 

정말 서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조금을 더 가다보면 시골 할아버지가 나와 

반겨줄 것만 같은 새한서점을 만날 수 

있다. 1976년 고려대 앞에서 문을 연 뒤 

2002년 현재의 단양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온라인판매도 함께하고 있다. 자연 속의 

서점은 어지러운 듯하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좁은 책장 골목 사이사이에는 누군가의 역사가 담긴 

헌책이 무려 12만 권 이상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가을 나무들이 완연한 자연 속의 서점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추억도 함께 남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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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가을의 감성을 오롯이 느끼는 시골책방 ‘새한서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연락처 : 070-4680-4032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9: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및 기타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날 휴무)

 주   소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본길 46-106 새한서점

연락처 : 010-9019-8443

운영시간 : 09:00~19:00 연중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