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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안으로 찾아낸 초록빛 대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는 별칭이 ‘상록수의 땅’(Evergreen State)이다. 사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이 

많아서 붙여졌다.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은 녹지가 풍부해 ‘에메랄드 시티’(Emerald City)라고 

불린다. 워싱턴주에서는 어디를 가든 마음을 안정시키는 초록빛 대지가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다. 

태평양에 면한 올림픽 국립공원과 시애틀에서 녹색 풍광에 눈을 씻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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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반도는 회귀의 여행지다. 평소와는 생활방식이 천양지차여야 한다. 
                 마음은 가볍게, 행동은 느긋하게 하되 감각은 일깨우고 감성은 충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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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雨林)은 강우가 잦은 지역에 조성된 숲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 지방에 많다. 나

무가 대지를 뒤덮고 있는 남미 아마존이 대표적인 

우림이다. 그런데 올림픽 반도는 위도가 북위 47도

로 온대에 속한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린다. 연간 

강수량이 2천500㎜를 훨씬 넘는다. 북반구에 두 

곳밖에 없다는 온대우림이 생성돼 있는 까닭이다.

올림픽 반도 서부에 비가 쏟아지는 원인을 알려면 

간단한 과학 지식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한다. 

중위도 지방에는 연중 동쪽에서 서쪽으로 편서풍

이 분다. 그런데 올림픽 반도의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다. 대기는 대양을 타고 오는 동안 습기를 잔뜩 

머금게 된다. 그리고 반도에 우뚝 솟은 올림픽 산

맥과 충돌하면 팽창하면서 비를 뿌린다. 이러한 지

형적 특성 때문에 올림픽 반도 서부는 습윤하지만, 

동부는 건조하다.

비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집중적으로 내린다. 

삼림을 돌아보기에는 우기가 아닌 5월부터 8월까

지가 좋다. 특히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5월 말에는 

싱그러운 신록을 만끽할 수 있다. 반도 내에는 우

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숲이 많지만, 올

림픽 국립공원 안에 자리하는 호(Hoh) 우림과 메리

미어(Marymere) 폭포 산책로가 유명하다.

Temperate Rain 
Forest
강인한 생명력이 발현된 신령한 숲
놀랄 지경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나무들이 이끼를 주렁주렁 매단 채 하늘 높이 뻗어 있다. 

수백 년간 뿌리를 내린 노거수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올림픽 반도 

서쪽에 자리한 온대우림은 경이와 신비로 가득한 공간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올림픽 국립공원에는 

희귀한 온대우림이 있다. 북반구에는 올림픽 반도와 

아일랜드에만 존재한다. 위 사진은 호 우림의 ‘홀 오브 모스’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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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림은 신묘한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들의 경연장이다. 높이가 최고 

100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수목이 밀집해 있다. 활엽수만 생장하

는 열대우림과는 달리, 호 우림에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공생한다. 활

엽수는 오리나무, 단풍나무, 미루나무가 많고, 침엽수는 미송, 미국삼

나무, 시트카(Sitka) 가문비나무, 솔송나무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 북

미 서부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이다. 침엽수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별

하기 쉽지 않은데, 방문자 센터에 들르면 차이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상쾌한 공기가 부유하는 호 우림에는 여행자를 위한 산책로 2개가 마

련돼 있다. ‘이끼의 전당’이라는 뜻의 ‘홀 오브 모스’(Hall of Mosses)

와 사슴이나 엘크를 관찰할 수 있는 ‘스프루스 네이처 트레일’(Spruce 

Nature Trail)이다. 그중 코스가 짧고 다양한 나무를 만날 수 있는 홀 

오브 모스에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린다.

홀 오브 모스 산책로는 길이가 1.3㎞밖에 되지 않지만, 일주하려면 1

시간 정도 걸린다. 감탄을 자아내는 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둥치

가 두세 아름쯤 되는 아름드리가 위엄 있는 자태로 가지를 늘어뜨리

고 있다. 나뭇가지에는 수염 같은 연초록빛 이끼들이 붙어 있다. 올림

픽 반도에는 50여 종의 이끼가 살아가는데, 나무에 습기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호 우림은 순환과 부활의 현장이기도 하다. 온대우림에서는 나무가 

빨리 자라지만, 죽는 나무도 부지기수다. 커다란 고사목은 무게를 버

티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죽은 나무가 새로운 생명

의 터전이 된다. ‘젖을 주는 나무’(Nurselog)로 변해 싹을 틔우고 동물

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마치 대가족처럼 여러 세대의 생물이 고목을 

토대로 동거를 한다.

메리미어 폭포 산책로는 호 우림 못지않은 장관을 자랑한다. 호위병처

럼 늠름한 거목이 끝없이 도열해 있다. 큰 나무와 대비되는 알록달록

한 색상의 작은 야생화도 눈에 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산책로는 

메리미어 폭포까지 1.5㎞ 정도 이어진다. 개울을 건너 약간 경사진 흙

길을 오르면 이내 폭포가 나타난다. 메리미어 폭포는 낙폭이 30m에 

달한다. 세찬 물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수증기 탓인지 풍경이 더욱 몽

환적이다. 

메리미어 폭포(위 사진)까지 가는 길에는 모양새가 기이한 나무가 많다. 

수종이 다채롭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원시림이다. 메리미어 폭포 

산책로는 올림픽 국립공원에서도 풍광이 좋은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 

 숲은 모든 생명의 편안한 보금자리다. 올림픽 국립공원의 
                      온대우림에서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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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에 비견된 미지의 땅
올림픽 반도는 면적의 절반가량이 국립공원이다. 온대우림, 광활한 바다, 험준한 산으로 이뤄진 올림픽 국립공원은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낸다. 수백 년 전 유럽에서 건너온 탐험가들에게 이곳은 인간세계가 아닌 선계였다.

Olympic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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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명에는 사연이 있다.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알면 의미를 유추

할 수 있다. 그런데 ‘올림픽 반도’는 난제였다. 현지에 도착해 몇몇 사람

에게 물어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 스

포츠 제전인 올림픽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올림픽 반

도와 인근 시애틀에서는 올림픽이 열린 적이 없다.

사실 올림픽 반도는 올림픽 산맥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 올림푸스 산(Mount Olympus)이다.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신들의 거처’라고 일컬어지는 산과 같다. 1778년 올

림픽 반도에 다다른 영국인 탐험가가 올림푸스 산이라고 명명했다는데, 

그가 어떤 연유에서 산명을 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워싱턴주와 그리스에 있는 동명의 산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최고 높이가 올림픽 반도의 산은 2천432m이고, 그리

스의 산은 2천919m다. 두 산 모두 고원이 아니라 해안가에 자리해서 더욱 장엄하게 느껴진다. 또 꼭대기에는 1년 중 9개월 이

상은 눈이 남아 있다. 바다에서 바라보면 설봉이 압도적인 면모를 풍긴다.

올림픽 반도에는 올림푸스 산을 비롯해 고도가 2천m 전후인 산봉이 10개가 넘는다. 뾰족한 봉우리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는 광경을 감상하려면 국립공원 내의 허리케인 리지(Hurricane Ridge)로 향해야 한다. 해발 1천755m의 허리케인 리지는 항

구 마을인 포트 앤젤레스(Port Angeles)에서 구불거리는 도로를 1시간 정도 달리면 닿는다.

허리케인 리지는 겨울에는 태풍 같은 칼바람이 몰아치지만, 여름에는 평온하고 고요하다. 방문자 센터가 있는 전망대 주변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도 준비돼 있다. 잔설이 덮인 산맥은 한눈에 온전히 담을 수 없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야 

산세를 가늠할 수 있다. 한여름에는 빙하도 볼 수 있다. 올림푸스 산에는 블루(Blue) 빙하, 화이트(White) 빙하 등이 있다. 빙

하에서 녹은 물은 북쪽과 서쪽으로 흐르며 강과 시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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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산맥에 대한 정보는 허리케인 리지 방문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위 사진). 

방문자 센터 북쪽은 사슴이 활동하는 초지다(왼쪽 사진). 초지에서는 포장된 길로만 

걸어야 한다. 올림픽 반도에는 영화 ‘트와일라잇’(Twilight)의 배경지인 포크스(Forks)도 

있다(맨 위 사진). 포크스 마을은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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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쪽을 향한 전망대의 뒤편은 넓은 목초지다. 따뜻한 계절에는 들꽃이 만발

하고 검은꼬리사슴(Black Tail Deer)이 뛰어다닌다. 사슴은 유럽 알프스의 소

처럼 동계에는 낮은 지대에서 생활하다 날이 풀리면 고지로 이동한다. 초지에

는 산책로가 마련돼 있는데, 전망대와 달리 푸른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다.

올림픽 반도는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다. 동쪽은 시애틀과 마주하고, 북

쪽은 캐나다와 가깝다. 19세기에 형성된 자그마한 마을들은 북쪽에 위치한

다. 태평양과 맞닿은 서쪽 해변은 전역이 국립공원이나 원주민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태곳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서부 해안

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연어는 상류로 올라가 

산란한 뒤 생을 마감한다. 죽은 물고기는 온대우림의 ‘젖을 주는 나무’처럼 다

른 동물의 먹이가 된다. 

아쉽게도 반도 서쪽에는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이 한정돼 있다. 리알

토(Rialto) 해변 북쪽의 30㎞ 길이의 해안에는 도로가 없다. 하지만 배낭을 

메고 산책로를 걸으면 조용한 해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리알토 해변 남쪽의 루비(Ruby) 해변은 올림픽 반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바닷

가 명소다. 보석 ‘루비’의 색깔인 붉은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회색 자갈과 

바위만 보인다. 파도가 꽤나 강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루

비 해변이 색다른 이유는 강물에 떠내려 온 나무가 곳곳에서 나뒹굴고 있기 때

문이다. 쪼개지고 갈라진 앙상한 유목(流木)이 한쪽에 쌓여 있다. 우림처럼 이

색적인 경관이다.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그 아래에 줄지어 솟은 설봉. 허리케인 리지에서 굽어보는 경치는 감동적이다. 음식을 가져오면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눈앞에 두고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다(위 사진). 올림픽 반도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사적(왼쪽 위 작은 사진)과 크고 작은 호수도 있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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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는 임시로 거처하는 오두막을 뜻한다. 하지만 미국 국립공원에서

는 공공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숙소를 지칭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원

인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 대신 로지를 두는 것이다. 

올림픽 국립공원과 주변에는 로지 5개가 있다. 먼저 국립공원의 북서부, 

호 우림의 북쪽에 크레센트 호수(Lake Crescent) 로지와 로그 캐빈

(Log Cabin) 리조트, 솔덕(Sol Ducs) 온천 리조트가 위치한다. 호 우

림 남쪽에는 퀴놀트 호수(Lake Quinault) 로지가 있고, 해안가 루비 해

변 남쪽에 칼라록(Kalaloch) 로지가 자리한다. 이 가운데 칼라록 로지

와 퀴놀트 호수 로지만 연중 개방되고, 나머지 로지는 봄부터 가을이나 

연말까지만 투숙객을 받는다.

호반에 있는 크레센트 호수 로지와 퀴놀트 호수 로지는 올림픽 국립공

원이 탄생하게 된 단초였다. 1930년대 후반에 미국 의회에서 올림픽 반

도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무렵 프랭클린 루스

벨트 대통령이 이곳에 들렀다고 한다. 그는 두 로지에서 각각 숙박한 뒤 

국립공원 법률 제정안에 서명했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는 1915년 싱어(Singer) 부부가 지은 호텔이었다. 

당시 객실은 8개였고, 작은 골프장과 채소를 기르는 정원이 딸려 있었

다. 부부는 1927년 호텔을 시애틀 신탁회사에 판매했고, 로지가 국립

공원 구역에 포함된 뒤에는 국립공원관리청이 소유하게 됐다. 이후 증축

이 거듭됐지만, 로비 겸 식당으로 쓰이는 건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는 치유와 안식에 적합한 장소다. 물빛이 유난히 파란 크레센트 호수는 초승달처럼 길쭉하며, 

길이는 약 13㎞에 달한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는 반도처럼 물을 향해 튀어나온 호안에 있다. 우림이 있는 메리미

어 폭포 산책로가 지척이고, 주위에 울창한 숲도 있다.

하루 중 로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석양이 질 때다. 건물이 모두 서쪽을 향해 지어져서 해넘이와 노을이 유독 

고혹적이다. 은은하고 온화한 햇빛이 호수에 쏟아지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로지에 퍼진다.

독채 형태의 로지 객실은 널찍하지만 침대와 서랍장, 탁자를 제외하면 별다른 시설이 없다. 텔레비전도 없고, 휴대

전화 전파도 잘 잡히지 않는다. 미국 호텔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는다. 외부의 소식

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배려인 듯싶다.

대자연 속에서의 잊지 못할 하룻밤
올림픽 반도의 북부를 담당하는 관광청은 방문객에게 5일간의 여정을 추천한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여행자가 한 지역에 닷새를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올림픽 국립공원에서는 꼭 하루는 묵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소는 로지여야 한다.

퀴놀트 호수 로지(왼쪽 사진)와 

크레센트 호수 로지(위, 아래 왼쪽 

사진)는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녀갔던 유서 깊은 

곳이다. 올림픽 국립공원에는 

바다가 보이는 칼라록 로지(아래 

오른쪽 사진)도 있다.

Lodges in 
Olympic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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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트 호수 로지는 객실 형태가 다양하다. 중심 건물에

는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간 듯한 고풍스러운 장식의 방

이 있고, 바로 옆 건물에는 벽난로가 설치된 낭만적인 객

실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호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3층짜리 숙소도 있다. 여행의 동반자가 누구인

지, 애완동물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방을 고를 수 있다.

로지 건물과 호수 사이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다. 군데군

데 호수를 향해 안락의자가 두 개씩 나란히 놓여 있다. 와인이나 맥주, 음료수를 마시며 호수를 관망하기에 좋다. 또 밤에

는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찰랑이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별을 감상하거나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다.

미식은 퀴놀트 호수 로지와 크레센트 호수 로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퀴놀트 호수 로지에는 루스벨트 대통령

이 식사를 했던 ‘루스벨트 레스토랑’이 있다. 인근 지역에서 가져온 고기, 생선, 채소로 정성껏 요리한 정찬과 ‘퀴놀트 호수’ 

라벨이 붙은 와인을 선보인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의 레스토랑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해산물로 만든 음식

을 제공한다.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린 레스토랑’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정도로 재료 선정에 신경을 쓴다.

올림픽 국립공원의 다른 로지도 들러볼 만하다. 로그 캐빈 리조트는 크레센트 호수 로지의 맞은편에 자리하며, 최대 6명이 

잘 수 있는 큰 객실이 있다. 계곡에 들어선 솔덕 온천 리조트에서는 온천수 수영장과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칼라록 로

지는 유일하게 바다와 면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에서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 로지가 

발행한 소책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

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You can do it all, or nothing at all. It’s up 

to you.)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자명한 말이다. 로지에서는 가족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경치를 둘

러보다 책을 읽으면 그만이다. 또 찌뿌듯한 몸을 풀고 싶다면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나무숲을 산책하면 된다. 이도 저도 내키지 않을 때는 

실컷 잠만 자도 좋다.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 황홀한 자연 속

에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면 된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에서 만족을 얻

었다면 성공적인 일과를 보낸 셈이다.

호수를 바라보며 평온함에 잠기다

‘두 강 사이의 호수’라는 의미의 퀴놀트 호수는 크레센트 호수처럼 올림

픽 산맥의 빙하가 수원이다. 퀴놀트 강과 몇 개의 시내가 흐르다 합수해 

만들어진 커다란 못이다. 면적은 크레센트 호수보다 작지만, 풍광의 수

려함은 뒤지지 않는다. 호수는 북쪽만 국립공원에 속하고, 서쪽은 원주

민 보호 구역, 남쪽과 동쪽은 국유림 지역이다. 

1926년 개장한 퀴놀트 호수 로지는 국유림 지역에 위치한다. 주변에 

캠프장 세 개가 있고, 호수 뒤편으로는 우림을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갖춰져 있다. 크레센트 호수 로지처럼 은밀하지는 않지만, 보다 트여 있

고 편안한 느낌이다.

퀴놀트 호수 로지의 로비(오른쪽 사진)와 레스토랑(위 사진).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로지는 연중 운영된다(왼쪽 사진). 5월 

2일에 올 시즌 영업을 시작한 크레센트 호수 로지는 내년 1월 

5일까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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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센트 호수 로지의 문과 창문은 자연경관을 투영하는 캔버스다. 
                  그 화폭에 담긴 그림은 시각과 계절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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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시애틀은 재미있는 곳이다. 미국 북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했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과거가 있었다. 내세우는 볼거리도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룬다.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련된 문화와 맛있는 음식 덕분에 행복해지는 도시가 바로 시애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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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이스 니들이 일본 도쿄타워보다 4년 늦게, 남산의 서

울타워보다는 13년 먼저 완공됐다는 점이다. 지금도 인구가 6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시애틀에 50여 년 전 그럴듯한 전망 시설이 생겼던 것이다. 시애틀 랜

드마크 보전 위원회는 1999년 스페이스 니들을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지정

하면서 “이 건물은 시애틀의 역사와 기술력을 향한 미국인의 열망을 드러낸

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니들이 지어졌을 무렵, 시애틀에는 항공기 회사인 보잉의 본사가 

있었다. 1915년 설립된 보잉은 시장을 선도하는 비행기를 개발해 제작했다. 

지금도 시애틀 근교에 공장이 있지만, 본사는 2001년 시카고로 이전했다. 

하지만 시애틀과 인근 지역에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많다. 소프

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정도 떨어진 레드먼드(Redmond)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점이자 전자 상거래 회사인 아

마존(Amazon)의 중심지도 시애틀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항공산업과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애틀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됐다. 이들은 소득에 걸맞은 문화를 향유하고자 

했고, 도시도 그들의 욕망에 맞춰 일신했다.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국내에 시애틀을 알린 일등 공신이다.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인 이 작품은 1993년 크리

스마스를 앞두고 개봉됐다. 그런데 영화에는 제목의 앞머리를 차지하는 시애틀의 시내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명승

지라고 할 만한 장소는 두 곳이 화면에 비치는데, 그중 하나가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이다.

시애틀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스페이스 니들은 196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건설됐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접시

를 연상시키는 높이 184m의 첨탑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1초 만에 160m 지점의 전망대에 오르면 광막한 태평양과 워

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레이니어 산(Mount Rainier)이 보인다. 오밀조밀한 시가지 풍경도 발아래로 펼쳐진다.

 스페이스 니들은 준공됐을 때 미시시피 강 
        서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다. 

발라드 갑문(Ballard Locks)은 시애틀이 혁신의 도시임을 알려주는 또 다른 

아이콘이다(위 사진). 이 갑문은 수위를 조절해 배가 바다와 호수를 자유롭게 

오가도록 돕는다. 갑문 옆에는 연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인 어제(魚梯)가 

있다. 여름에는 강을 향해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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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원주민이 살아가던 땅인 시애틀에 서양인이 대거 몰려온 때는 1851년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Portland)에서 북쪽으로 올

라온 무리가 웨스트 시애틀 지역의 알카이(Alki) 해변에 정착했다고 전한다. 그들은 수쿼미시(Suquamish) 족을 만났는데, 

족장의 이름이 시아스(Sealth)였다. 시애틀이란 지명은 그에게서 비롯됐다.

사실 시애틀은 면적이 217㎢로, 서울의 3분의 1인 작은 도시다. 게다가 주된 볼거리는 직선거리로 5㎞ 안에 모여 있다. 지

도 한 장을 얻어서 슬슬 걸어 다녀도 괜찮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장인 세이프코 필드(Safeco Field)부터 퍼스트 

애비뉴를 따라 이동하면 웬만한 관광지는 모두 만날 수 있다.

세이프코 필드에서 멀지 않은 파이어니어(Pioneer) 광장은 시애틀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장소다. 알카이 해변에 터를 잡

았던 사람들이 이듬해 파이어니어 광장으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파이어니어 광장과 근처의 옥시덴틀(Occidental) 

공원에는 담쟁이덩굴이 외벽을 뒤덮은 예스러운 벽돌 건물이 즐비하며, 한쪽에는 원주민 문화를 상징

하는 토템폴이 세워져 있다.

또 파이어니어 광장 지하에는 한 세기 전에 조성된 상가가 있다. 이 상가는 조수에 따라 하수도가 범

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반을 높이면서 매몰된 시설물이다. 물론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언

더그라운드 투어’(Underground Tour) 상품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스미스 타워(Smith Tower)도 파이어니어 광장 바로 옆에 있다. 삼각형 

형태의 지붕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스페이스 니들이 건축되기 전까지 시애틀 최고의 빌딩이었다. 35

층에 오르면 청나라 서태후가 선물한 가구와 장식물로 꾸민 중국식 방이 있다. 다만 방에서 종종 행

사가 열리므로 미리 웹사이트에서 관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애틀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지도를 보면 도로가 

격자형으로 나 있다(왼쪽 사진). 

세이프코 필드(위 중간 왼쪽 사진)와 

파이어니어 광장은 가깝다. 

파이어니어 광장 지하에는 도시의 옛 

흔적이 있다(위 중간 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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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는 레이니어 산이 있는 캐스케이드(Cascade) 산맥을 기준으로 서부와 동부의 기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서부는 비가 많이 내리는 반면, 동부는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편

이다. 워싱턴주 동부는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증거가 파이

크 플레이스 마켓에 진열된 농산물이다. 국내에도 수입되는 체리를 비롯해 자두, 복숭아, 

사과 같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상인이 나눠주는 과일을 시식해 보면 생각보다 

달콤한 맛에 놀라게 된다.

튤립, 달리아, 백합을 예쁘게 포장한 꽃다발이 눈에 많이 띄는 이유도 같다. 워싱턴주 동부

의 날씨가 꽃을 기르기에 좋아서 가격이 싸다. 여름철에는 꽃다발 하나가 5~10달러로 미

국 동부 도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애틀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꽃을 든 사

람을 쉽게 볼 수 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는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많다. 두세 시간 동안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이다. 농산물 시장, 수공예품 시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농산물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 전후에 가장 생기가 

넘친다. 스타벅스 1호점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다(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지난 세기로의 여행은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으로 이

어진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등장하는 이곳은 1907년 8월 문을 연 전통적인 명소다. 19세기 후

반 시애틀에는 일자리를 찾아 온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변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와 과일 등을 파는 도매시장

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런데 1907년 중간 상인의 횡포로 양파 가격이 폭등해 시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한 시의원의 제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공설시장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탄생했다. 개장 

당시 농부들이 가져온 상품은 워낙 값이 싸 몇 분 만에 팔려 나갔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비영리로 운영된다. 입구에 서 있는 돼지 동상인 ‘레이첼’(Rachel)이 그 

사실을 대변한다. 무게가 250㎏에 달하는 레이첼은 기부금을 모으는 대형 저금통이다. 시장이 신명 나고 활

기찬 공간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호객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특히 레이첼 옆에 위치한 생선 가게에서는 연어나 바닷가재 같은 커다란 해산물을 던지고 받는 요란스러운 

장면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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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돌아보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도보 여행 상품이 있을 정도다. 이 상품에 참가하면 시

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애틀 사람들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 1971년 태동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첫 번째 매장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다. 허

름한 상가의 1층에 있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는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은 커피인 ‘아메리카노’다. 카페 건너편에는 커피를 홀

짝이며 바다를 볼 수 있는 공원이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 예술의 도시 

시애틀은 ‘공공예술’ 개념을 도입한 미국의 첫 번째 도시로 알려져 있다.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자본금의 1%를 예술 작품에 투자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정책을 통해 구매한 미술품이 3천여 점에 이른다. 시애틀 거리나 공

원에 서 있는 설치 작품은 삭막한 도시에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옆에 자리한 골목인 ‘포스트 앨리’(Post Alley)는 저항 

문화가 표출된 색다른 예술 지대다. 기괴스러운 그라피티가 벽면을 온통 채

우고 있다. 심지어 공연 포스터 위에도 스프레이로 뿌린 낙서가 있다. 하지만 

가장 독특한 광경은 마켓 극장 옆에 있는 ‘껌 벽’이다. 1993년 공연을 보러 

온 젊은이들이 장난으로 씹다 만 껌을 붙인 것이 계기가 돼 생겨났다. 원색

의 껌이 덕지덕지한 시애틀의 껌 벽은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세계의 5대 

‘껌 명소’에 포함되기도 했다.

포스트 앨리는 벽이 그라피티와 껌으로 인해 

알록달록하다(왼쪽 사진들, 아래 사진). 시애틀 근교의 

프리몬트(Fremont)에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트롤 조각상이 있다(위 사진). 이 작품은 1990년에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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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훌리 가든의 샹들리에는 수백 개의 공예품으로 구성된 명작이다. 
    이곳에는 치훌리가 미국 원주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도 전시돼 있다.

시애틀 센터에는 스페이스 

니들, EMP, 치훌리 가든이 

있다. EMP 내부에는 

기타로 쌓아 올린 탑이 있고, 

지미 헨드릭스와 너바나 

관련 전시물이 있다(왼쪽 

사진, 아래 사진). 박물관 

한쪽에는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방문객의 

답변이 기록돼 있다. 치훌리 

가든의 주인공인 데일 

치훌리는 시애틀 남쪽의 

터코마(Tacoma) 출신이다.

스페이스 니들이 서 있는 시애틀 센터에는 음악과 미술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다. 마이크로소

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세운 EMP(Experience Music Project)와 유리 공예가 데일 치

훌리(Dale Chihuly)의 작품을 엿볼 수 있는 치훌리 가든이다. 

EMP는 박물관 명칭처럼 ‘음악을 경험’하도록 꾸며져 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애틀에서 열렸

던 콘서트를 감상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자기만의 노래를 만들어 녹음하는 스튜디

오도 마련돼 있다. 또 시애틀에서 태어난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 시애틀을 무대로 활동한 록 

그룹 너바나와 관련된 수집품도 전시돼 있다.

2012년 개장한 치훌리 가든은 실내 박물관, 온실, 야외 정원으로 나뉜다. 어두운 실내에는 수많

은 유리 공예품을 조합해 만든 작품이 있다. 숲이나 샹들리에를 형상화한 창작물은 조명을 받아 

더욱 반짝인다. 온실과 정원은 스페이스 니들을 배경으로 작품이 배치돼 있다. 유리가 나무나 꽃

처럼 조경의 일부로 활용된 풍경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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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빌딩이 해안을 따라 들어선 시애틀의 야경은 아름답다. 
                스페이스 니들이나 컬럼비아 센터에서는 시내를 입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고, 
알카이 해변에서는 마천루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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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반도 페리 노선

자가용이나 렌터카가 있다면 시애틀에서 

터코마, 올림피아(Olympia)를 거쳐 

올림픽 반도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다면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회사가 시애틀과 올림픽 반도 

사이의 해협을 오가는 배를 운항한다. 

시애틀에서는 베인브리지(Bainbridge) 

섬과 브레머튼(Bremerton)까지 배가 다니는데, 각각 35분과 1시간이 걸린다.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은 

시애틀-베인브리지 노선의 운임은 성인 8달러, 어린이 4달러다. 캐나다 빅토리아와 포트 앤젤레스를 잇는 

노선도 있다. 선박 교통에 대한 정보는 워싱턴주 교통부 웹사이트(www.wsdot.wa.gov/ferr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트 타운센드(Port Townsend)

올림픽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이다. 1880년대 지어진 

빅토리아양식의 고색창연한 건물을 볼 수 있다. 포트 워든(Fort Worden) 

주립공원도 볼만하다. 1879년에 세워진 등대와 1942년에 만들어진 소방차 

등이 있다.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방문한다. 

올림픽 국립공원의 트레킹 코스

올림픽 산맥은 지리산처럼 종주하는 데 사흘 정도 걸린다. 평소 산을 타지 

않았던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걷는 트레킹이 낫다. 국립공원 내에는 숲, 해변, 

산악 등 풍경이 다른 다채로운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올림픽 조각공원

시애틀 센터에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 나타나는 공원이다. 

선선한 오후에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스페인 예술가인 

하우메 플렌사가 만든 거대한 

두상이 설치됐다. 시애틀 미술관이 

관리하며,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 

주말 농산물 시장

시애틀과 근교, 올림픽 국립공원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토요일마다 

농산물 시장(Farmers Market)이 

열린다. 손수 경작한 작물을 

비롯해 음식, 중고 생활용품 

등이 거래된다. 사과로 만든 술인 

‘사이다’(Cider)도 살 수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장한다. 시애틀 

근교의 농산물 시장 정보는 웹사이트(http://seattlefarmersmarket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주의 와인과 맥주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워싱턴주는 다양한 

와인과 맥주의 산지다. 와인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와이너리 

750여 곳에서 품질이 좋은 와인을 빚어낸다. 

시애틀 근처의 우딘빌(Woodinville)에서는 여러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다. 작은 양조장에서 

주조한 맥주도 맛이 좋다. 워싱턴주의 인구 대비 

맥주 양조장 수는 8위이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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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는 면적이 18만㎢로 남한보다 훨씬 

넓다. 인구는 690만 명이고, 시애틀과 주변 

지역에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거주한다. 

올림픽 국립공원과 시애틀을 여행하려면 적어

도 1주일은 머물러야 한다. 

          한국에서 가는 법

델타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과 시애틀을 잇는 직항을 매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는 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과 편명 공유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에서의 이륙 시간은 델타항공이 오후 5시 20분, 

대한항공이 오후 6시 15분, 아시아나항공이 오후 6시 

40분이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등을 경유해 갈 수도 있다.

          기후, 복장

시애틀은 전형적인 서안해양성기후를 나타낸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은 날씨가 좋지만 비교적 

선선하고, 겨울은 온난한 대신 비가 많이 내린다. 

여름을 제외하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나 흐린 날이 

많다. 8월에는 평균 최저기온이 12.7도, 최고기온이 

23.7도로 여행하기 좋다. 가장 추운 1월에는 

최저기온이 1.6도, 최고기온이 7.1도다. 올림픽 

반도는 시애틀과 기온은 비슷하나, 강수량이 많다. 

여름에는 얇은 옷을 준비하되, 카디건이나 점퍼를 

함께 가져가면 좋다.

          시차, 전압, 입장료

달러에 대한 환율은 7월 23일 기준으로 1천24원이다. 

최근 조금 오르고 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워싱턴주는 태평양 표준 시간대(Pacific 

Time Zone)에 속한다. 여름에는 서머타임으로 인해 

16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시애틀이 자정일 때 서울은 

오후 4시다. 전압은 110V이며, 별도의 콘센트가 

필요하다. 올림픽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차량당 

15달러이며, 1주일 동안 드나들 수 있다. 

▶미국관광청 www.discoveramerica.co.kr

▶시애틀관광청 www.visitseattle.co.kr

시애틀과 밴쿠버 이동하기

시애틀 여행자 중에는 캐나다 서부 최대 도시인 밴쿠버를 함께 둘러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두 도시를 

오갈 때는 주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한다. 버스는 퀵셔틀(Quick Shuttle), 그레이하운드(Greyhound), 

볼트버스(Bolt Bus)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퀵셔틀이다. 밴쿠버 도심에서 시애틀 

도심까지 4시간 정도 걸리며, 하루에 5~6편이 운행된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편도 43달러, 왕복 

69달러다. 볼트버스는 저비용항공사와 운임 체계가 비슷하다. 여유를 두고 예약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표를 구입할 수 있다. 기차는 암트랙(Amtrack)의 캐스케이드(Cascades) 노선이 시애틀과 밴쿠버를 

잇는다. 시애틀에서는 오전 7시 20분과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하고, 밴쿠버에서는 오전 6시 20분과 오후 

5시 45분에 떠난다.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 내외이며, 가격은 버스보다 비싼 편이다.

시애틀 시티 패스

시애틀의 주요 명소를 고루 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 수족관, 애거시 크루즈 하버 

투어, EMP 혹은 우드랜드 동물원, 퍼시픽 과학 센터 혹은 비행박물관 등 5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만 13세 이상이 64달러, 만 4~12세는 44달러다. www.citypass.com

터코마

호 우림

칼라록 로지

퀴놀트 호수 로지

허리케인 리지

올림픽 국립공원

빅토리아

포트 앤젤레스

포트 타운센드

시애틀

베인브리지 섬

시택 국제공항

세큄

크레센트 호수 로지

포크스

루비 해변

리알토 해변

트레일 길이, 소요 시간 특징

메도 루프

(Meadow Loop)
0.8㎞, 30분

허리케인 리지 인근에 핀 

야생화를 살펴볼 수 있음.

허리케인 힐

(Hurricane Hill)
4.8㎞, 2시간

허리케인 리지의 

언덕 위에서 매혹적인 

경치 감상.

모먼트 인 타임 네이처

(Moments in 

Time Nature)

0.8㎞, 30분
크레센트 호수와 농가를 

만나는 길.

스테어케이스 래피드

(Staircase Rapids)
1.6㎞, 1시간

스코코미시 강을 따라 

숲을 거니는 산책로.

오제트 호수 

(Ozette Lake)
15㎞, 5시간

해안가의 숲을 지난 뒤 

해변을 걷는 중급자 코스. 

노스 와일더너스 해변 

하이크(North 

Wilderness Beach Hike)

33㎞, 2일

리알토 해변에서 출발해 

바다표범, 흰머리수리, 

고래 등을 관찰. 

기본 정보

에버그린 투어

시애틀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반일 투어에 참가하면 

파이어니어 광장,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케리 공원, 디스커버리 공원, 

발라드 갑문, 프리몬트 트롤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케리 공원은 시애틀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곳이고, 디스커버리 

공원은 시애틀에서 가장 큰 공원이다. 올림픽 국립공원이나 레이니어 산을 

다녀오는 전일 상품도 있다. http://evergreenescapes.com

시애틀 세이버 투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각종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껌 벽 옆의 마켓 

극장에 모인 뒤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조금씩 

먹는다. 메뉴는 도넛, 차, 훈제 연어, 햄, 치즈, 

과일, 차우더, 빵 등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 시장 내 수십 곳의 상점에서 

10~15%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된다. 

www.savorseattletou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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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시애틀을 중심지로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인천과 시애틀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에 취항한 데 이어 국내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델타항공 
새로운 관문으로 시애틀 육성

구분 도착지 거리(마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680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698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956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1053

오리건주 포틀랜드 129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868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689

하와이주 호놀룰루 2679

알래스카주 주노 909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1446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1532

미국 동부

뉴욕주 뉴욕 2418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1962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1924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1396

조지아주 애틀랜타 218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127

델타항공은 시애틀과 한국 사이에 ‘직항’이라는 가교를 놓은 첫 번째 외국 항공사다. 

인천과 시애틀을 오가는 노선은 매일 운항된다. 인천에서 오후 5시 20분 출발해 

시애틀에는 정오에 도착하며, 시애틀에서는 오후 12시 25분에 이륙해 다음날 오후 3시 

35분에 착륙한다. 인천에서 시애틀로 갈 때는 10시간 30분, 돌아올 때는 11시간 정도 

걸린다.

항공기는 보잉 767-300ER 기종이 투입됐다. 기내는 비즈니스 엘리트 클래스 35석, 

이코노미 컴포트 클래스 32석, 이코노미 클래스 143석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엘리트 

클래스의 좌석은 침대처럼 등받이가 완전히 젖히며, 이코노미 컴포트 클래스는 좌석 

사이의 간격이 넓어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좌석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을 감상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주문형 엔터테인먼트 장치가 설치돼 있다.

시애틀은 미국과 캐나다 서부를 여행하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서부의 대도시와 

캐나다 밴쿠버까지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또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알래스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델타항공은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북미 주요 

도시와 시애틀을 잇는 다양한 항공편을 선보이고 있다.

동부로 갈 때도 시애틀을 경유하면 편리하다. 델타항공은 시애틀을 기점으로 애틀랜타와 

뉴욕,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노선을 운항한다.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는 델타항공의 동부 

거점 도시여서 노선 선택의 폭이 넓다. 

델타항공은 시애틀 시택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1천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고 체크인 카운터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델타 스카이 클럽 라운지와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서비스를 보완했다.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의 회원인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편명 공유를 통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호놀룰루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64개국, 330여 

개 도시에서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델타항공 시애틀 출발 미국, 캐나다 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