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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Brand, Blend

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지루하고 나른한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

렸던 지난 주말, 서울에서 맛보고 있는 폭

염의 기세를 비웃으며 밤 10시 비인공지능

을 탑재한 자동차가 알려준 실외 온도는 믿

을 수가 없다! 22도라니! 

지난 주말은 예정에도 없던 강원도 인제의 

‘바퀴축제’ 기간 중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

렸던 내린천 음악회에 다녀왔다. 홍보물마

다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정체성을 

알 수 없었지만 락페스티벌 컨셉의 이 음악

회에는 나이 들어가며 점점 더 좋아지는 한

국 락뮤지션들이 나온다길래 별 생각없이 

길을 나섰다. 특히 지인이 그룹 블랙홀의 

기타리스트와 친구라 출연진이 누군지 무

슨 행사와 관계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비

가 오락가락하는 설악산 자락의 인제에 들

어서자 환상적인 안개가 장관을 이루고 스

피디움에 도착하자, 인적이 드물어 놀랬다. 

무슨 축제라고는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락 

뮤지션도 등장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판타스틱듀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락

커 김경호의 도플갱어로 유명해졌다는 인

제 출신 락커가 오프닝 공연을 했고 타미

김, 김종서, 블랙홀 등의 공연이 안개내린 

산 속의 정적을 깼다. 어림잡아 200명 정도 

관객들이었지만, 관찰해보니 인제지역 주

민들 대략 40%, 출연진의 팬들 30%, 기타 

가족단위로 바퀴축제를 온 사람들 정도가 

구성원이었다. 5살부터 70대까지, 지역민들

에서 유명인들까지, 관광버스 춤, 헤드뱅잉, 

클럽댄스 등 열광하는 몸짓은 제각각이었으

나 뭘 좀 즐길 줄 아는 것은 매 한가지였다. 

락페스티벌 음악회는 첫 회라고 하는데 바

퀴축제는 벌써 4회째라고 한다. 모터스포

츠 컨셉의 지역 특화 축제다. 둘러보니 인

제 스피디움에는 서킷카트, 서킷택시, 서킷

사파리 등 서킷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 있으며 캠핑장

도 보이고 가족단위의 레저인구를 배려했

다. 인근에 내린천 래프팅, 자연경관, 거기

에 스피디한 모터스포츠를 컨셉으로 장착

하여 ‘바퀴축제’라는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

다. 인제 스피디움에는 전문 레이싱 경기도 

열린다. 음악회는 락페스티벌이라고 하기

에는 지역 열린음악회 규모였으나 인기 락

커 김종서, 그룹 블랙홀, 타미김의 훌륭한 기

타연주 등이 멋졌고, 자연과 여행과 멋을 아

는 만화가 허영만 씨와 아웃도어 라이프스

타일의 모임인 듯 한 사람들 그룹도 있었다. 

직업병인지 넥센타이어 광고판 말고 여기

에 아웃도어, 레저, 스포츠 컨셉의 패션 브

랜드들의 간판도 그려진다. 다음에는 회사 

가족들과 와서 스포츠도 즐기고 좋은 공기

도 마셔야겠다. 

자연 경관과 래프팅으로 유명한 동강에 자

리한 한 리조트는 가을에 1박2일 요가축제

를 연다. 객실 300개 중 150개가 이 행사를 

참여하는 600여명의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인도요가 스승과 국내 요가 선생들

이 직접 요가도 가르치고 음악 콘서트도 열

리고, 요가복 패션쇼도 기획됐다. 가을에 여

기도 가보려고 한다. 요가 체험과 자연과 

그 지역만의 먹거리와 휴식 등 오감이 즐거

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바쁜 나에게 건강과 

힐링과 재미를 만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요가 클래스를 끊고 하다말다를 

이십년 가까이 했으니, 이왕이면 이날 요

가 체험을 위해서 그곳에서 요가복도 하나 

구입했으면 한다. 맨 손으로 가서 즐기고 

싶다. 

아이가 방학이라 바쁜 일상 중에 아이와 여

름휴가 짬을 내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을 찾아봐야겠다. 매번 가는 워터

파크 말고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찾아서.

패션은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한다.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들이 생겨나고, 옷만 

다루던 브랜드가 액세서리 뿐 아니라 생활 

잡화의 영역까지 제품군을 넓힌다. 우리의 

삶이 더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수록 패션도 

같이 진화할 것이라 믿는다.

스포츠, 문화, 먹거리 
오감이 즐거운 지역페스티벌을 찾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