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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요~ 북캉스! 

이번 여름 휴가, 책과 함께하는 북캉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 

날’을 꼭 챙기자.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이면 지하철

이 도서관으로 변신한다는 사실. 바로 ‘책읽는 지하철’이다. 

책읽는 지하철은 일종의 플래시몹(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

각에 같은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

이다. 순환 열차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출발 열차를 타고서 약 

1시간 20분 가량 지하철을 타고 책을 읽는 아주 이색적인 모임인 것.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플래시몹은 지난 4월 다독가로 알려진 박원

순 시장이 직접 참여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 지하

철만 타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기 바쁜 요즘 즐거운 책읽기 문화 조

성하고자 생겨난 책읽는 지하철. 시원하고 은근히 집중도 잘되는 지

하철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독서를 하는 것도 괜찮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참가신청에서부터 탑승까지. 책읽는 지하철을 

직접 체험했다. 

01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책읽는 지하철’

02  이 모임을 기획한 송화준대표(31)가 탑승전 안내를 시작한다.

03  지하철 출발과 함께 독서를 시작한 부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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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칙은 없다. 이제부턴 삼성역에 도착하기 전까진 가져온 책을 

자유롭게 읽으면 되는 것. 한참 독서에 빠져들 때쯤 공지문자가 도착

했다. 같은 줄에 앉은 7명이 한 조가 되었다는 사실. 공지 문자에 옆에 

앉은 부기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질문

도 오고 간다. 한참 열독하던 부기들은 하차할 삼성역이 다가오자 하

차 후 이벤트인 서울국제도서전에 가기 전 점심식사 약속을 잡기도 

했다. 

하차를 하고서 각자 조별로 점심식사를 하러 떠나는 부기들. 식사를 

하며 더욱 친해진 조원들은 다같이 서울국제도서전으로 이동해 관람

을 시작했다. 하차 후 이벤트는 매월 다르게 진행된다. 지난 달에는 신

경숙 작가를 초청해 깜짝 북콘서트를 열기도. 매월 다른 하차 후 이벤

트를 기대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페이스북 책읽는 지하철 페이지에 

올릴 인증 사진을 찍으며 오늘 플래시몹을 마무리 짓는 부기들. 책도 

읽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던 선물 같은 하루였다. 토요일 아

침 늦잠을 포기하고 온 보람이 있었다고나 할까. 언제든 책과 함께 탑

승하면 그것이 바로 책읽는 지하철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여러 부기들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

험이 될 것이다. 이번 7월 셋째주 토요일은 책 한 권 손에 쥐고서 책읽

는 지하철에 탑승해 보는 건 어떨까?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 ‘책읽는 지하철’ 페이지를 찾아 ‘좋아요’를 

눌렀다. 약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책읽는 지하철을 좋아하고 있

었다. 

6월 13일, 6월 책읽는 지하철의 모임 공지가 떴다. 6월 22일 토요일 오

전 10시 50분에 신도림역 출고열차 타는 곳 4-1에서 만난다는 내용. 

링크 주소를 클릭하니 참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연락처 등 간략

한 정보를 남기고 탑승신청을 완료, 드디어 ‘부기’가 됐다. 부기는 책읽

는 지하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애칭. 기 참여자는 스태프로도 참여

할 수 있다. 

22일 당일 아침 9시 30분. 참가 신청시 남긴 연락처로 탑승일을 알리

는 문자가 도착했다. 깜빡 잊을뻔한 부기들에게는 반가운 문자였을 

것. 문자 덕분에 늦지 않게 읽을 책을 챙겨 2호선 신도림역 출고열차 

타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부기들이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탑승 중. 

탑승 신청한 부기는 총 130명 가량 된다고 한다. 오늘 부기들은 지하철 

양쪽 좌석 중 한쪽에만 나란히 앉도록 했다. 탑승 후 좌석에 앉으니 스

태프들이 부기템(부기+아이템)을 나눠준다. 스태프들이 직접 제작한 

책갈피와 뱃지, 스티커 그리고 오늘의 하차 후 이벤트인 서울국제도

서전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이 오늘의 부기템. 매월 다른 컬러의 책

갈피를 나눠준다고 하니 컬러별 책갈피를 모 아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

일 것이다. 부기템을 주섬주섬 챙기고서 읽을 책을 펼쳐 드니 10시 55

분. 열차가 출발한다. 신도림역을 출발해 약 한바퀴 반을 돌아 삼성

역에 도착한 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것이 오늘의 일정이라고 

한다. 

매월 다른 컬러의 

책갈피를 

모으는 재미

5월 책읽는 지하철 모임 
후 열린 북 콘서트.
신경숙 작가와 함께.

한 달에 딱 하루,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지하철 
‘책읽는 지하철’을 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