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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은 오래전부터 도시들의 화두였다. 성장이 곧 가치였던 시절엔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가파르게 상승하는 

숫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가르는 척도였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삶의 모습과 지향이 급변하면서 

‘살기 좋은’의 기준과 판도가 뒤바뀌었다. 순위의 앞쪽에 서 있던 도시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이름, 싱가포르와 코펜하겐, 

멜버른과 베를린이 상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네 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깊숙이 자리 잡은 풀뿌리 문화로 

창의적인 생활을 독려하며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참살이(Good Life)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인간적인 삶’의 정의를 바꾸고 있는 휴먼 시티의 지금을 만났다. 

살기 좋은 도시의 새로운 기준

THE NEW 
STANDARD

Quality of lif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these 
days when choosing a city to live in. In the growth-
oriented past, indicators of development and 
economic prosperity were the overriding factors.
Since the onset of the pandemic, though, the 
rhythms of daily life have changed and we’ve all had 
to reconsider what makes for a high quality of life.
Cities that once topped the lists of superb places to 
live are now dropping down in the rankings, and new 
names, such as Singapore, Copenhagen, Melbourne 
and Berlin, are coming to the fore.
The qualities shared by these four cities are their focus 
on sustainability, established grassroots cultures that 
encourage creativity and environments that bring 
people closer to living the good life.
Human cities are now changing the way we define 
an optimum quality of life.

HUMAN CITIES
S P E C I A L H U M A N  C I T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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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In Singapore, safety, convenience and affordable 
gastronomic delights are all just a fact of life.

편하고 이로운 일상이 매일 펼쳐지는 도시 

싱가포르에 사는 외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2년 아니면 20년.” 이 나라에서 살기

로 결정한 후 2년간 떠나지 않았다면, 한없이 머물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싱가포르는 세

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다. 이와 동시에 컨설팅 회사 머서에선 싱가포르를 “아시

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꼽기도 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것들이 꽤 있다. 치안, 훌륭한 대중교

통 서비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음식. 이 나라에선 하루 중 어느 시간 

대에 바깥을 돌아다녀도 무방하다.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에선 아주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환한 불빛이 밤새 비좁은 골목길을 밝히고 범죄율이 낮아 여성들도 으슥한 밤거리

를 혼자 안심하고 거닌다. 그건 단순히 습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 ―밤에 밖에 

돌아다닐 때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싱가포르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걸어서’ 갈 수 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진 딱히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32̊ 를 넘나드는 더위

와 70%에 이르는 습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푸릇푸릇한 열대의 섬을 걸어서 누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팬데믹 이후, 국경이 막히면서(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를 새삼 둘러보게 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정원 도시’로 이름 높은 자신의 터전을 알

아보고, 드디어, 두 발로 걸어서 탐험하기 시작했다. 지금 싱가포르의 공원과 자연 속 산

책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환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덕분에 갑작스럽게 급증한 

인파에 정부는 주말, 공휴일마다 드론과 인력을 동원해 붐비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섬 바깥의 자연보호구역으로 나가면 뜨거운 볕을 피해 선선한 그늘 아래에서 

쉽게 머물 수 있다. 도로와 거리에 쭉 들어선 자귀나무가 가지를 뻗어 캐노피를 만드는 

덕분이다. 높은 빌딩 숲과 쓰레기 한 톨 없는 깨끗한 거리를 가로지르다 보면 밝고 명랑

“It’s two or 20,” goes the common 
refrain among expats in Singa-
pore. That is, if you don’t leave af-
ter your two-year contract, chanc-
es are you’ll stay for as long as 
you can. Sure, Singapore may be 
the most expensive city in the 
world, but that comes with the 
best quality of life in Asia, accord-
ing to consulting firm Mercer.
Among the many things Singapor-
eans are able to take for granted 
are personal safety, excellent pub-
lic transportation and even better 
food. To live in Singapore is to 
walk down the street at any time 
of day with a sense of security. 
The narrowest back alleys are as 
safe as can be even at night.
Meanwhile, public transportation 
is so well-oiled that there’s always 
a gleaming Mass Rapid Transit 
(MRT) station — Singapore’s an-
swer to the subway system — 
within walking distance, while 
air-conditioned buses run to al-

Area 728.3km²
Population 5.69 million
Parks 350
Libraries 28
Green Coverage 47%
Crime Rate 0.00658
Licensed Hawkers 13,882

In Safe 
Hands

어떤 도시에선 혼자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가벼운 주머니로 맛있는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싱가포르에선 이 모든 게 

숨 쉬듯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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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겐빌레아 덤불과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앙사나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장면

과 마주한다. 

도시가 매우 작은 덕분에(면적이 728.3km2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타고 섬을 가로지르

는 데 45분이면 충분하다) 미식에 진심인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식당을 찾아 섬의 반대쪽으로 순례를 떠난다. 외식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국민적 취미다. 3싱가포르 달러면 <미쉐린 가이드> 별을 받은 식당의 치킨 라이스를 맛

볼 수 있으며, 한 사람당 600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정찬

을 즐길 수 있다. 싱가포르가 사랑하는 호커 센터는 이 도시의 어느 동네를 가든 쉽게 만

날 수 있는 풍경이다. 수십 군데의 노점이 모여 있는 호커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고유함을 자랑한다. 싱가포르 사람들에겐 그저 익숙하고 친숙

한 것 ―빠르고, 맛있고, 경제적인 한 끼를 가까운 곳에서 항상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을 

즐기는 일일 뿐이지만. 그리고 이 호커 센터에선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 이를테면 중국 

남부식 국수 요리, 말레이반도의 사테이(꼬치 요리), 인도 타밀의 도사 등을 팔고 있는데, 

그 요리들은 모두 싱가포르 음식으로 여겨진다. 

“호커 센터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F & B 홍보 컨설턴트 질리언 

셰이가 열변을 토하며 말한다. “우리 자신이 한 나라를 만든 다양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뉴욕, 시드니 같은 도시에서 살아봤지만, ‘편리’의 측면에서 싱

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도시에선 정말 쉽고 편하게 친구, 

가족을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함께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럴드 리는 지나치게 좋은 치안과 편리함의 단점도 

짚는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에 무감해지기 쉬워요. 

특히 소매치기가 극성인 도시로 여행을 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편리함에 너

무 익숙해져서 도시를 잘 벗어나지 않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에 놓이면 쉽게 동

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싱가포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집’이며, 종종 당연히 누리

는 안락한 환경이 큰 행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most clockwork precision. 
But locked borders have com-
pelled locals to explore their own 
famous Garden City on foot. Parks 
and nature trails have never been 
so popular, so much so that the 
city now deploys drones to man-
age human density in those areas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Outside of the island’s nature re-
serves, it’s easy to stay in the 
shade since streets and highways 
are lined with lush trees. At every 
turn are cheerful bougainvillea 
bushes and lofty angsana trees.
It helps that the island is so small 
that one can drive from one end to 
the other in 45 minutes. All the 
easier for Singaporean foodies to 
frequent their favorite spots. 
Dining out is a national pastime, 
and one could pay as little as $2 
for a Michelin-starred plate of 
chicken rice. The country’s be-
loved hawker centers are so much 
a feature of every neighborhood 
that its hawker culture is now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
al heritage. For the person on the 
street, this just means a celebra-
tion of what Singaporeans have al-
ways known: that a quick, deli-
cious and economical meal is 
always a short stroll away.

머라이언 파크에선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동상과 
건축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볼 수 있다. 

At Merlion Park, you can see the statue of 
the Merlion, Singapore’s symbol, as well as 
architectural landmark Marina Bay Sands. 

1   
  싱가포르에선 지갑이 가벼워도 수준 높은 미식을 즐길 수 있다. 
   In Singapore, you can enjoy quality cuisine even 

on a low budget.
2,3   
  식당, 펍, 바가 몰린 거리의 노천 테이블에 앉아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 
   People can be seen enjoying food in restaurants, 

at pubs or while sitting at tables along bustling 
streets.

Info

How to Get There  Travelers can reach 
Singapore easily by taking a direct Korean 
Air flight. It takes about 40 to 50 minutes to 
get from Changi Airport to the center of the 
city by taking the subway.
Recommended  If you want to experience 
the “green life” of Singapore, we recommend 
stopping by Gardens by the Bay, which faces 
the water of Marina Bay. Inside are a wide 
range of surreal garden landscapes and the 
world’s largest glass greenhouse.

가는 방법  대한항공 직항 편을 타고 싱가포르에 

한 번에 닿을 수 있다. 창이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까지 약 40~50분 

걸린다. 

추천 여행  싱가포르의 그린 라이프를 경험하고 

싶다면 마리나 베이 워터프런트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들러보길 권한다. 101ha에 

걸쳐 조성된 공간 안에는 초현실적인 풍경을 

가진 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유리 온실, 1000여 개의 사막 식물이 서식하는 

선 파빌리온 등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여행자를 위한 정보    Info for Travelers

1

2

3

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042 043

To the people of Copenhagen, luxury is not what it’s all 
about. What’s really driving the city right now is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코펜하겐이 도대체 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됐는지 의구심을 품어도 

십분 이해한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코펜하겐은 스칸디나비아 ―겨울이 길고 여름이 추

우며 햇살을 보기 힘든 ―에 속하는 땅이니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한 곳이

며, 볼거리도 딱히 많지 않다. 그러나 가만히 도시를 살펴보면 이곳의 매력이 차츰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매력은 지속 가능성, 건축 그리고 맨몸으로 들어가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깨끗

한 바다를 품은 항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 속에 숨어 있다. 특히 항구 주변은 

코펜하겐이 건축과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엿볼 수 있

는 곳이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자전거 전용 다리를 건넌다. 한때 산업용 선

박이 들락였던 이 항구엔 이제 깨끗한 수질의 야외 수영장들이 있다. 부둣가엔 내추럴 와

인 바와 채식 위주의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바닷가 바로 앞 통

나무 오두막에 들어선 팜투테이블 레스토랑 ‘라 반시나’에선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 요리를 

낸다. ‘왕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콩겐스 뉘토르브 광장 뒤에 숨은 ‘덴 벤드레테’는 부둣가

에서 인기 높은 내추럴 와인 바다. 그리고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은 레스토랑 ‘노마’에

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매튜 올랜도가 문 연 ‘아마스’에선 수준 높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요리책 저자이자 미식 컨설턴트이기도 한 아담 엥겔은 레프샬레외엔의 젊은 주민 중 한 

명이다. 공업소, 조선소가 있던 레프샬레외엔은 이제 갤러리, 레스토랑, 예술가의 스튜

디오, 술집 등이 들어선 동네가 됐다. “레프샬레외엔에 오면 도심 한복판에선 결코 누리

기 힘든 여유와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보다 더 복잡한 도심

에 위치한 크리스티안스하운이라는 동네의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

면 늘 휴식처럼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날은 오후에 배를 타고 곧장 외레순

으로 가서 짧은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아담은 

호텔과 레스토랑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알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

하려고 노력한다. “어느 업계에서나 지속 가능성은 수익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됐어

요. 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모두 미적인 감각, 창의성, 문화, 디자인 등의 요소를 지

속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항구 반대편엔 덴마크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와 그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빅이 최근

에 설계한 인공 슬로프 ‘코펜힐’이 보인다. 대부분의 도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도시 외

One would be excused for won-
dering what exactly Copenhagen 
is doing at the top of the world’s 
most livable cities lists. It is, after 
all, located in Scandinavia, where 
winters are long, summers are 
cold and daylight is conspicuously 
absent.
Upon closer inspection, though, 
one begins to see the city ’s 
charms: sustainability, impressive 
architecture and a harbor so clean 
you can swim in it. 
And it is along the harborfront that 
the city’s dedication to architec-
ture and eco-friendly living is espe-
cially evident. Locals can cross 
the harbor on several stunning bi-
cycle bridges, the once-industrial 
port is now so clean that it has 
several baths, and natural-wine 
bars and veggie-themed restau-
rants line the pier. 
Opposite the harbor is CopenHill, a 
recent project by the Danish archi-
tect Bjarke Ingels and his group of 
architects, BIG. Most other cities 

COPENHAGENArea 90.1km²
Population 0.64 million
Parks 84
Libraries (Main + Branch) 20
Bicycle tracks 382km
Share of trips to work and education
made by bicycle 49%
Percentage of the city heated by
waste energy 98%

Taking 
Care of 
the 
Future

코펜하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희도, 

안락함도 아니다.

‘지속 가능성’은 최전선에서 

지금 이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H U M A N  C I T Y  2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의 해답 

WRITTEN BY MICHELLE ARROUAS
PHOTOGRAPHY BY MARTIN KAU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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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에 숨겨놓지만 코펜하겐에선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소를 시민들이 자유

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축 명소로 만들었다.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산책로, 인공 스키 슬

로프뿐 아니라 스키를 탄 후 가볍게 한잔 즐길 수 있는 ‘애프터-스키 바’도 갖췄다. 나무

를 심어 만든 섬, CPH-Ø1은 수상 사우나를 갖춘 섬과 연결된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가

장 흥미로운 새 호텔 중 한 곳인 ‘빌라 코펜하겐’의 루프톱 수영장에선 세계에서 가장 오

래된 놀이공원으로 꼽히는 ‘티볼리’가 내려다보인다. “코펜하겐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냥 럭셔리 호텔

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럭셔리 호텔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죠.” 빌라 코펜하겐의 경영 매니저 페트르 회이 페데르센의 말이다. 100여 년 전

에 지어진 우체국 건물을 개조한 빌라 코펜하겐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호텔을 운영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루프톱의 온수 수영장은 호텔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로 물을 데

우고, 몇 개의 스위트룸은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아침 뷔페 역시 친환경 식

단으로 준비된다. 코펜하겐에선 놀이공원을 반짝반짝하게 수놓는 수십만 개의 전구조

차 친환경 에너지로 밝힌다. 1843년에 문 연 티볼리가 아주 오래된 놀이공원이라는 사

실,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 욕구조차 ‘친환경’보다 앞서지 않는다.

hide away their waste manage-
ment facilities, but in Copenhagen 
a waste-to-energy power plant 
has been turned into an architec-
tural masterpiece accessible to 
the public. There are tree-lined hik-
ing trails, an artificial ski slope at 
the top and an after-ski bar. From 
here, you can get a great view of 
the city’s other architectural land-
marks.
There’s CPH-Ø1, a floating island 
with a tree on it, which will be 
joined in the future by islands fea-
turing floating saunas. There’s 
also Villa Copenhagen, one of the 
city’s most interesting new hotels, 
complete with a heated rooftop 
pool with views over Tivoli, one of 
the world’s oldest amusement 
parks. While the brick building —
the former post office — is a cen-
tury old, the sustainable solutions 
aren’t; the rooftop pool is heated 
with the excess energy from the 
hotel, and several of the suites are 
made from sustainable materials.
In Copenhagen, neither age nor 
the pursuit of fun is an excuse for 
slacking off on eco-friendliness —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light 
bulbs contributing to the park’s at-
mosphere are all powered by 
green energy.

1   
  코펜하겐의 새로운 먹자골목, 레펜의 한 푸드 트럭
   A food truck at Reffen, on Refshaleøen, 

an artificial island next to Copenhagen’s 
harbor. This is a relatively new spot for 
food trucks. 

2  
  빌라 코펜하겐의 온수 수영장. 호텔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로 물을 데운다. 
   Villa Copenhagen’s heated swimming 

pool is kept warm using excess energy 
from the hotel’s cooling system.

3  
  코펜하겐의 자전거-보행자 전용 다리 
   The Circle Bridge in central 

Copenhagen is a pedestrian bridge 
designed by world-renowned artist 
Olafur Eliasson.

4  
  항구의 야외 수영장은 코펜하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다. 
   This port-turned-outdoor-swimming-pool 

in Copenhagen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ts in the city. 

1

2 3

4

Info

How to Get There  After taking a direct 
Korean Air flight to Amsterdam, you can take 
a connecting flight to Copenhagen. From the 
airport, it takes about 15 minutes by train and 
30 minutes by subway to reach the center.
Recommended  If you visit Copenhagen in 
the summer, try the Harbor Baths, which were 
designed by architect Bjarke Ingels.

가는 방법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암스테르담까지 

간 뒤, 그곳에서 코펜하겐 직항 편을 타고 

이동한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기차로 

약 15분, 지하철로 약 30분 걸린다. 

추천 여행  여름에 코펜하겐을 찾는다면 세계적인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가 디자인한 하버 배스를 

놓치지 말자. 공업항을 야외 수영장으로 바꾼 

이곳은 코펜하겐 시민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여행자를 위한 정보    Info for Travelers

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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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s success in gastronomy, art, design and 
fashion is due to the local enthusiasm for details.

셰프 앤드루 매코널의 화려한 다이닝 룸, ‘김릿 앳 캐번디시 하우스’의 바 스툴을 당기면 

대리석 바 테이블 아래 핸드백이나 코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보인다. 호주의 다른 대도

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문명의 흔적이다. 이 도시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웃옷을 거는) 

그 고리를 탄생시킨 까닭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멜버른 사람들의 ‘코트 사랑(코트가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있다. 그것은 전통에 대한 존중이자 동시에 섬

세한 배려를 의미한다. 멜버른 사람들이 사소한 디테일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코널과 그의 충실한 동료 로니 디 스타시오 같은 레스토랑 오너들은 지난 10년 동안 

그런 디테일을 정의하고 구현해왔다. 친숙하면서도 과감하고, 신선하면서 진부하지 않

은 공간과 음식이 이들이 쏟은 열정의 근거다. 멜버른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

식에 늘 열의가 넘치며, 때때로 까다롭기 그지없다. 채소와 과일 등의 식재료는 대부분 

지역의 산물을 고집하고, 모든 사람이 단골 가게의 바리스타, 제빵사, 바 직원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친밀하게 어울린다. 

도심에서 차로 50분 정도 달리면 모닝턴 페닌슐라 와이너리가 나온다. 멜버른에선 서늘

한 기후에서 자라는 피노 누아르와 이탈리아 북부 스타일의 화이트와인을 즐겨 마신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터전을 옮긴 전 <고메 트래블러> 매거진의 미식 담당 기자이자 멜

버른 푸드 앤드 와인 페스티벌 책임자 팻 노스는 멜버른의 음식과 문화가 세계 최고 수

준이라고 단언한다. 그에게 새로운 도시에 둥지를 튼 후 가장 좋은 점을 묻자 곧장 재기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롱 마키아토가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

Pull up a barstool at Andrew Mc-
Connell’s bustling, glamorous lan-
eway spot, Gimlet, and you’ll find a 
hook beneath the marble bar for 
your handbag or coat — a civilized 
touch, unusual in Australia’s other 
big cities. Climate has something 
to do with it — Melburnians love 
their coats — but it’s just as much 
about attention to detail.
Restaurateurs like McConnell have 
come to define this sensibility over 
the last decade. It’s about places 
and dishes that are instantly famil-
iar yet bold, inspiring and never 
cookie-cutter. Melburnians are 
ever enthusiastic about food and 
drink. Produce is often sourced lo-
cally, and everyone is on first 
name terms with their barista, 
baker and barperson. Pat Nourse, 

Area 9,992.5 km²
Population  5,159,211
Parks and Reserves 4.98km²
City of Melbourne Libraries 6
Cafés and Restaurants 2,390
Artist Studios Managed by 
Creative Spaces 116
Melbourne Cricket 
Ground Visitors 737,500 (in 2020)

It’s All 
in the 
Details

멜버른의 미식, 예술, 

디자인, 패션,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한 뼘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디테일에 

대한 이 도시 사람들의 

열정 덕분이다. 

H U M A N  C I T Y  3

MEL BOURNE
도시를 반짝이게 하는 디테일의 힘

WRITTEN BY DONNA WHEELER
PHOTOGRAPHY BY LAUREN BAM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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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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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죠.” 심지어, 최근 리틀 퀸 스트리트에 문 연 힐튼 호텔조차 사려 깊고 예술적이며 놀

라울 만큼 친밀한 분위기로 이 도시의 뛰어난 음식과 미식 문화라는 자산을 활용한다. 

평소에 사용하는 커피 브랜드 대신 로컬 로스터리 카페 ‘듀크스’의 원두를 쓰고, 멜버른

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키트 베넷과 데이비드 리 페레이라의 작품으로 로비 앞을 장식한 

것이 그 예다. 

1860년대,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설립된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은 호주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으며,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미술관이다. 그 주변으로 건축미가 돋보이는 갤러

리와 공연장이 흩어져 있는 멜버른 예술 지구는 이 도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부

분이다.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호주 현대미술 아트센터의 예술감독 

맥스 딜레이니는 예술과 창의적인 문화가 멜버른의 색깔과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믿는다. “멜버른이 흥미로운 도시가 된 건 시민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창작 공간

과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대규모 공립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들

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는 과정에서 생긴 역동적인 에너지 덕분입니다.” 이 도시는 창의

적인 환경을 장려할 뿐 아니라, 그런 생활을 일상적으로 즐기기에도 좋다. “독립 디자이

너의 패션 숍, 예술가가 운영하는 갤러리와 스튜디오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니콜라스 빌

딩, 원주민이 이끄는 단체와 갤러리, 패션 및 건축 스튜디오, 음악을 만드는 공간, 전문 서

적을 다루는 책방이 다양하게 섞인 콜링우드 야드에서 창의적인 경험을 해보세요.” 딜

레이니의 말이다.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스포츠에 대한 열정도 뜨겁다. 멜버른 사람들은 호주 오

픈 테니스 그랜드슬램부터 복싱 데이 크리켓 경기까지, 온갖 연중 스포츠 행사에 모여

든다. F1 그랑프리와 벨스 비치 서핑 대회, 자전거 대회와 달리기 대회, 도시를 돌아 도시 

외곽으로 이어지는 울창한 공원과 강둑을 따라 걷는 대회도 있다. 우아함과 박진감을 동

시에 갖춘 호주 풋볼 리그는 멜버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스포츠. 원주민의 게

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경기는 지금 멜버른을 대표하는 풋볼 프로 팀의 홈구장

인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와 가까운 곳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빅토리아시대에 만들어

진 피츠로이 가든을 가로지르면 나타나는 위치 덕분에 독특한 참가 의식이 생겼다. 응원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게임 시작 전 술집에 모여 한잔 들이켠 뒤 신성한 경기장으로 향

하는 것이다. 멜버른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작은 디테일을 중

시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the former food editor of Gourmet 
Traveller  magazine, moved south 
from Sydney to head up the Mel-
bourne Food & Wine Festival. He’s 
adamant that Melbourne’s culinary 
and cultural fare is on par with the 
world’s best. When asked what he 
most enjoys about his adopted 
home, he quips, “not having to ex-
plain what a long macchiato is.” 
Founded in the gold-flush 1860s,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 is the country’s oldest, larg-
est and most-visited art institu-
tion. The collection of galleries 
and performing arts venues that 
now surround the NGV are also a 
central part of city life. 
Melburnians are as sports-mad as 
they are culturally savvy, turning 
out for a packed calendar of 
events beginning with the Austra-
lian Open tennis Grand Slam and 
ending with the Boxing Day cricket 
Test. But it’s the fast-paced and 
rather elegant Australian Rules 
Football (AFL) that holds the city’s 
collective heart. Inspired by Indige-
nous games, it’s synonymous with 
scarf-wearing fans filling city bars 
and pubs for a pregame glass be-
fore hitting the hallowed ground. 
Like Melbourne life, it’s an experi-
ence that’s all in the rich details.

콜링우드 야드는 멜버른의 다양한 
문화예술 중심지 중 한 곳이다. 
Collingwood Yards is one of 
Melbourne’s many cultural 
attractions.

1   
 멜버른 예술 지구의 중심,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stands at the center of 

Melbourne’s art world. 
2   
 커피는 멜버른 라이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다. 
   Quality coffee is an essential part of life in Melbourne.
3   
 골목길에서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스트리트 아트 작품 
   Vibrant street art can be encountered in many of the city’s 

side streets.

3

21

Info

How to Get There  You can reach Melbourne 
via Sydney on one of many direct flights. 
From Melbourne Airport, take the famous 
red double-decker bus to reach downtown.
Recommended  Melbourne’s scenery can be 
found in its alleyways. Start at Flinders 
Street Station and walk toward Degraves 
Street to see unique cafés and boutiques. 

가는 방법  직항이 많은 시드니를 경유해 

멜버른에 닿을 수 있다.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주로 빨간 이층 버스로 

유명한 스카이 버스를 타고 간다. 

추천 여행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에서 출발해 

디그레이브 스트리트 방향으로 걸으면 개성 있는 

카페와 부티크 숍이 많다.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유니언 레인으로 가보자. 

여행자를 위한 정보    Info for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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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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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come from or 
what your dream is, Berlin welcomes and embraces 
you just the way you are.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도시, 베를린 

베를린을 베를린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몽상가, 예술가, 

자유로운 영혼들,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베를리너는 이 도시를 근사한 배우가 가득한 

극단으로 만든다(실제로 베를린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130만여 명의 사람들이 외

국계 출신이다). 그들이 독일의 수도로 모여든 이유는 이 도시를 이루는 고유한 DNA에 

있다. 창의적인 기개, 마음껏 반기를 드는 사람들, ‘무엇이든 가능한’ 태도가 모여 베를린

을 만든다.

볼 때마다 달라져 있는 길가의 멋진 그래피티, 화려하게 반짝이는 테크노 클럽 등이 만

들어내는 베를린 거리의 생생한 에너지는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베를린 사

람들이 위험을 불사하며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 ‘고추 가

루’를 운영하는 이빈도 그중 한 명이다. 로컬이 즐겨 찾는 이 작고 세련된 식당에서 서울 

출신의 이빈과 그녀의 반려자 호세 미란다 모리요는 한식과 스페인식을 결합한 창의적

인 음식을 선보인다. 제철, 계절 요리로 상상도 못한 독창적인 메뉴를 소개하며, 사찰 음

식과 지중해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만든다. 어떤 날 밤엔 초리조 샐러드를 곁들

인 고추장 문어 요리를, 다음 날엔 김치 뇨키를 곁들인 쌈장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놓는 

식이다. 차분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가진 이곳은 ‘인플루언서’ 대신 정성 가득한 음식과 

응대를 사랑하는 로컬이 즐겨 찾는다. 오페라 가수로도 활동했던 이빈은 특별한 날 저녁

이면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 곡을 부른다. 그리고 열광적인 박수 세례 사이

에서 와인을 따르고 테이블을 치운다. 

“이런 정신 나간 콘셉트는 베를린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이빈이 

말한다. 그사이 안달루시아 출신의 셰프 모리요는 주방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든다. 

What makes Berlin is its people. 
Berliners are a unique troupe of 
dreamers, artists and free spirits 
from all corners of the globe 
(about 35% of the residents have 
foreign roots). What attracts them 
to Germany’s capital is an urban 
DNA that contains creativity, grit 
and an “anything goes” attitude.
For an artistic type, the city’s lively 
streets are a source of inspiration, 

from the ever-changing graffiti on 
the walls to the glittery techno 
raves. And such people can’t help 
but risk everything on their dreams 
— take, for example, Bini Lee and 
her restaurant Kochu Karu.
At this small, sophisticated neigh-
borhood haunt, Seoul-born Lee 
and her life partner, José Miranda 
Morillo, serve inventive Kore-
an-Spanish cuisine. Here, you never 

Area 891.85km²
Population 3.7 million
Parks 2,500
Libraries 83
Average Age 42.7
Museums 166
Independent Bookshops 352

Come 
as You 
Are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꿈꾸든, 

베를린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품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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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이 워낙 다양성에 관대한 도시잖아요. 이곳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고 뭐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삶에 대한 그런 강한 열의가 이곳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베를린의 동네들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엮여 있다. 다 읽은 책을 가져오면 1.5유로를 할인해주는 외서 중고책 서점 

‘어나더 컨트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책 모임과 손수 만든 집밥으로 저녁을 함께

하는 모임을 꾸준히 열고 있다. 어나더 컨트리의 자매 서점 ‘더 워드’ 역시 토론 모임, 수제 

맥주 시음회, 스윙 댄스 클래스, 그리고 성소수자와 유색 인종 등 소수자의 경험에 관한 

출판물 판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베를린은 무엇이든 다 가능한 도시 같

아요.” 서점 주인이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열정이 살아 있다

고 할까? 이곳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분위기에 동화되고 말죠.” 

호주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케이트 핑크스톤은 베를린에서 지속 가능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시오’를 시작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뤘다. 저렴한 임대료, 환경 친화적인 로컬 

브랜드를 지지하는 베를린 사람들 덕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녀의 매장이 위치한 노이쾰

른은 한때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예술가와 젊은 스타트업 회사의 직원, 학

생으로 가득한, 유행을 이끄는 동네가 됐다. 그녀는 의류, 액세서리, 일본식 실 제본 방식

으로 공책을 만드는 디자이너 3명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다. 핑크스톤은 베를린의 벼룩

시장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빈티지 소품을 세련된 재단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업사이클

링한다. 자신의 매장에서 지속 가능한 천 소재로 하늘거리는 셔츠와 바지를 만드는 핑크

스톤이 가장 좋아하는 의류 소재는 독일 통일 이전 동독에서 만든 탄탄한 면 시트다. 그

녀는 별다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선보인다. “베를린에선 언제

나 편안함이 우선이에요. 대도시치고는 꽤 태평하고, 느릿느릿 흘러가죠.” 핑크스톤의 

말이다. 아마도 그게 베를린의 본성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베를리너들을 보고 

있으면 이 도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들었다. “여기에선 원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골똘히 생

각하던 이빈이 말한다. “이 자유는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일으키죠.”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fu-
sion menu of seasonal dishes.
On special evenings, Lee, a trained 
opera singer, sings soprano piec-
es with a pianist, pouring wine and 
clearing tables between songs.
“A crazy concept like this can only 
exist in Berlin,” laughs Lee, who 
runs service while the Andalusian 
chef Morillo works in the kitchen. 
A lust for life binds people togeth-
er, and Berlin’s neighborhoods are 
close-knit. Another Country, an 
English used bookshop where 
books can be returned for cost 
minus about $2, has been hosting 
book clubs and home-cooked din-
ners since just after the Wall came 
down. Similarly, its sister shop, 
The.Word.Berlin, hosts eclectic 
events and stocks publications on 
LGBTQ+ and BIPOC experiences.
Yet another adopted Berliner is 
Aussie fashion designer Kate 
Pinkstone, who realized her dream 
by starting a streetwear brand 
called Shio. It makes items from 
sustainable and found fabrics.
If Berlin’s eclectic locals prove 
anything, it’s that the city can be 
whatever you make of it.
“You are free to be how you want 
here,” Lee muses. “This freedom 
develops so much inside of you.”

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베를린에선 유명한 작가들의 스트리트 아트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In Berlin, it is easy to see street 
art made by famous creators and 

aspiring graffiti artists alike.

1   
  지속 가능한 스트리트 패션을 지향하는 

‘시오’의 매장 
   The store Shio offers sustainable 

street fashion.
2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개최지이자 영화관, 

박물관 등이 몰려 있는 포츠담 광장
   The Sony Center in Potsdamer 

Platz. The area hosts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s 
home to numerous movie theaters 
and museums. 

3   
  베를린의 자유분방한 에너지는 거리 위의 

베를리너들이 만든다.
   Berlin’s free-spirited energy is created 

by Berliners on its streets. 
4   
  창의적인 요리로 ‘베를린다움’을 보여주는 

레스토랑, 고추 가루의 이빈 대표와 모리요 
셰프 

   Bini Lee, the CEO of Kochu Karu and 
the restaurant’s chef, José Miranda 
Morillo. Kochu Karu is just one part 
of Berlin’s creative culinary scene.

2

3

Info

How to Get There  You can get to Berlin on a 
Korean Air flight via Frankfurt.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TLX bus to get from Tegel 
Airport to Berlin Central Station, downtown.
Recommended  Take the Street Art Tour 
offered by Original Berlin Walks in order to 
see a range of public artworks — from 
gigantic murals through to tiny stencils.

가는 방법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베를린에 닿는다. 

공항에서 시내에 위치한 베를린 중앙역까지

TLX 버스를 타면 약 20~25분 걸린다. 

추천 여행  베를린에는 ‘스트리트 아트’가 넘친다. 

베를린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를 신청하면 도시 곳곳에 퍼진 

거리예술의 흔적을 효율적으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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