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

“메밀꽃 필 무렵 잊지 못할 추억 만드세요”

평창 효석문화제 ‘달빛(달밤)을 그리다’

풍등을 날리는 시민들

효석문화제 백일장

이효석 생가 마을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메밀은 산에서 나는 밀이란 뜻처럼 강원 평창의 9월은 비탈진 밭에서 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스탬프 랠리를 따라 축제장을 한 바퀴 돌

어나는 메밀꽃 향기로 가득하다.

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비가 잦은 탓에 겨울 양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꿀벌의 윙윙 거

문학관 언덕길을 내려오면 이효석 생가 마루에 앉아 이효석의 짧은 생을

리 날갯짓이 메밀꽃을 흔든다.

추억할 수 있고, 평양 푸른 집은 이효석이 평양에서의 삶을 반추할 수 있

소설가 이병주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도록 조성됐다.

고 했는데 9월 평창의 메밀 향에 물들면 바래지 않는 추억이 된다.

인근 북카페에서 커피를 즐겼던 가산 이효석 선생을 그리며 커피를 마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평창 사람들은 감자를 캐고 배추를 뽑은 56만

수 있고, 늦여름 더위에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전기차가 끄는 깡통 열차

평 자리에 올해도 메밀을 뿌렸다.

를 타면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출간된 지 88년의 세월 동안 평창은 언제나 빈 밭

예쁜 메밀꽃밭을 사진에 담고 싶으면 무이예술관 인근의 꽃밭을 추천

에 메밀을 뿌리고 메밀로 허기를 채웠다.

한다.

메밀은 낮에 보아도 그윽하지만, 보름 달빛에 보아야 운치가 있다.

무이예술관은 폐교를 활용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메밀꽃만 그려

한가위 보름달 아래에 핀 메밀꽃을 볼 수 있는 효석문화제가 ‘달빛(달밤)

온 정연서 화백의 메밀 그림과 유명 작가의 조각품 등 다양한 작품을 만

을 그리다’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날 수 있다.

효석문화제는 수수한 메밀꽃처럼 담백한 메밀전처럼 꾸밈이 적다. 꽃길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다. 가산공원 옆 행사

을 따라 걸으며 지난 시절이 남긴 생채기를 보듬고 허기진 마음을 달랠

장에서는 60년대 흑백영화 메밀꽃 필 무렵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수 있다.

메밀밭을 거닐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메밀꽃밭 오두막에서 LP판을

장마가 끝나 깨끗한 흥정천 냇가에 앉아 손가락에 봉숭아 꽃물을 들이

돌리는 DJ에게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면 좋다.

고 섶다리를 건너면 메밀밭이 펼쳐진다.

평창 효석문화제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돼 2018년

허생원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 산길을 오르면 이효석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이후 2020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문학이 살아있는 문학관에서 잠시 쉴 수도 있다.

로 운영 중이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 재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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