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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책방올레 지도 및 제주에 있는 다양한 책방 모습.사진=(사)제주착한여행 제공

장롱 깊은 곳에 쌓아놨던 점퍼와 코트, 스웨터를 꺼내 놓고 보

니 새삼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새해

를 맞아 운동을 시작해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화를 조금만

내야지 등의 다짐을 했을 때 이 옷들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이 떠오르면서 시선이 당시 구입했던 책으로 옮겨간다.

1~2월에 몇 권만 읽었을 뿐, 나머지는 펴보지도 못하고 방치

돼 있었다. 제주 곳곳에 책방이 많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발

품을 팔아 하나씩 샀던 것들이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제주에 책방이 참 많다는 것이었

다. 기능 측면에서도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북 콘서트

와 카페, 세미나, 강연 등이 이뤄지는 복합문화시설 로 존재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책방들을 하나하

나 소개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사회적기업인 (주)제주착한여행(대표 허순영)은 지난 18

일 여기저기 퍼져있는 제주 책방들의 정보를 한데 모은 제

주책방올레 지도 를 제작했다. 38개에 이르는 책방들의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재치 있는 그

림과 함께 헌책방이나 어린이용 책 판매, 카페 유무, 반려

동물 입장 여부 등 각 책방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았다.

대학 시절 다녔던 책밭서점이나 호탕해 보이는 주인

이 있었던 만춘서점, 영화 시인의 사랑 의 모티프

가 된 인물인 현택훈 시인이 운영하는 시옷서

점 등 가보거나 들어 본 적 있는 책방도 눈에

띄었다.

38개 책방 가운데 그림책방노란우산,

달리책방, 무명서점 등 9개 책방의 연락처와 주소, 책방 소개

등 상세 정보가 게재돼 있고, 나머지 책방의 경우는 연락처와

위치 정보가 담겨있다.

허순영 대표는 제주에만 약 200여곳의 책방이 운영 중인

만큼 작은 책방, 동네 책방의 열풍이 불고 있고 이를 찾는 개

별 여행자도 많아지고 있다 며 제주 올레길의 성공사례처럼

제주책방올레 지도가 힘이 돼 문을 닫는 책방이 사라지는 계

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지도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책방올레 지도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제주착한여

행 홈페이지(www.jejugoodtravel.com)나 블로그에서 내

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로 다른 7개의 책방을 방문해 5000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커피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허 대표는 책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인장이 많다. 문을 닫지 않기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 라면서 앞으로 책방 이야기를 지속해서 전하고, 책방

지기들과의 만남, 책 읽기, 제주책방 탐방, 제주문화체험 등을

엮은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여 책방 활성화에 기여하

고 싶다 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책방올레 목록. ▷구들책방 ▷그리고서점 ▷그

림책방노란우산 ▷나이롱 ▷달리책방 ▷돈키호테북스 ▷동경

앤책방 ▷동림당 ▷라바북스 ▷만춘서점 ▷무명서점 ▷미래

책방 ▷미스터북 ▷바라나시책골목 ▷밤수지맨드라미 ▷보배

책방 ▷북살롱이마고 ▷북스페이스곰곰 ▷북타임 ▷소심한책

방 ▷시옷서점 ▷시와그림책 ▷시인의집 ▷어떤바람 ▷언제

라도북스 ▷웃한책방 ▷유람위드북스 ▷이듬해봄 ▷제주풀

무질 ▷책다방 ▷책방소리소문 ▷책방오늘 ▷책방무사

▷책밭서점 ▷책약방 ▷책자국 ▷책한모금 ▷캔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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