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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성실한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워크비자 / 스폰서쉽
솔렙비자 / 사업비자
결혼비자 / 영주권 / 시민권

18면 참조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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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이민법 전문 
Ashfield Solicitors

Ashfield Solicitors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 SRA Number 599342

체류기간 경과, 비자거절, 

항소기각, 불법체류 고민이세요? 

이민법관련 최선의 해결책과 

조언을 드리는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Tel:  020 7835 1297
info@ashfieldsolicitors.com
3rd Floor, 109 Gloucester Road, 
South Kensington, London SW7 4SS

지하철역 Gloucester Rd on Piccadilly, 
Circle & District Lines 역 건너편 도보 1분 

Specialist in Regularising overstayers,
any visa extensions, Human Rights 

& immigration appeals

A3 Motors

A3 Motors

A3 MOTORS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대한보험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렌탈 / 판매 / 필터 서비스
정직한 물을 선물합니다 

☎ 07957 814 118 / 07956 540 527

 <9면 참조>

SAM’S WATER & CO. 

020 8867 0001 
07504 861 771 

e-mail  admin@worldlinkexp.com  

귀국 이사 화물, 
소형 소포 전세계 배송 

K&P Motors Ltd. 

 MOT,서비스,에어콘가스,수리   
타이어 

차 점검·정비 
020 8549 3838

Unit 4, Hampden Rd  Kingston  KT1 3LG

THE KOREAN W
EEKLY

28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자동차·집/가재·의료·상업 보험 등  

KIB보험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 020 7847 8630 info@kib.co.uk  
1st Fl, 3 London Wall Buildings, London EC2M 5PD

     집을 잘 아는 

        블루버드 레지던셜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관리해 드립니다.

020 8949 2424

상담 카카오톡 ID: ukbluebird 

센터포인트
Korean & Japanese Supermarket

Tel 020 7836 9860
      020 7240 6147

73 New Oxford St, London WC1A 1DG 

OPEN 월~일요일 10am~10pm

센터포인트 아랫층 

우정식당 OPEN

영업시간  12시 ~ 22시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목요일  (점심휴무) 17~23 
금요일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화요일은 
쉽니다 

 

� 07894 330 988/020 8417 1123

푸른농원 
추석 
떡 

선물세트

참치, 방어, 연어, 일본 와규,
성게알, 일본술, 전복 등.

£70 이상 무료. 주 6일 배송.

soldeli.co.uk

생선 횟감, 초밥용 수산물과 각종육류,

집앞까지 매일 배송. 영국 전역.

6
영국서 가을학기 그리고 신학년

이 시작되었다. 각 학교는 코로나 
전파 확산을 막기위해 여러 방법을 
적용중이다.

NHS국가의료서비스는 자녀가 
경미한 감기(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을 조언한다.

목구멍이 따끔하거나 불편하며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아니라고 
BBC는 보도했다.

심한 감기일 경우 하루이틀 자
녀가 결석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

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몸상태가 안좋은 중에 

새로운 증상으로 계속적인 기침과 
고열, 혹은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코로나바이
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이 때는 자녀를 격리된 공간에 
최소 10일간 머물게 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한다.

나머지 가족 구성원 역시 아들
이나 딸이 첫 증상을 보인 시점부
터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관계기사 5면>편집부 

‘잉글랜드에서 생활 및 사회 모임
시 최대 인원이 6명으로 9월 14일(월)
부터 제한된다.’고 정부가 8일 전격 
발표했다.

9월 들어 잉글랜드 코로나바이러
스 확진자가 1일 평균 2,2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다. (참고로 7월과 8월 
확진자 발생은 일평균 1,000명 정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잉글랜드 확
산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처이
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9일 공식 브리핑서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6명 인원 제한
은 수 주 이상 지켜야 할 것이며 단속
을 엄격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UK)을 구성하는 4개국의 실

내 모임 인원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스코틀랜드- 최대 8명, 3가족까지 
북아일랜드- 최대 6명, 2가족까지 
웨일즈- 4가족까지 (인원 명시 없음)

<관계기사 3, 4, 6, 8면>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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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치 101골 금자탑    
호날두, 165경기서 득점   

덜 알려진 영국 명소   
런던 북쪽 교통 벨트 A501

뮤지컬 거장의 탄식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이르러

아이러브스테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vs 공연 제작사 보험 

코로나19 사망 90만명 넘어
누적 확진 2천800만명 육박  

 38

SAFE SIX… 

명까지만 허용

자녀가 기침 감기 증상 보인다면?

14일(월)부터 

실내외 식당 펍 카페 

개인집 등 적용   

코로나19 누적사망자 

① 미국   194,000명

② 브라질   127,600명 

③ 인도   73,900명 

④ 멕시코    67,800명

⑤ 영국  41,600명

    한국       344명 

자료:월드오미터/한국질병관리본부 (9일 기준)

■ 6명 초과 모임은 잉글랜드서 불법

■ 개인 집, 실내 실외 그리고 식당 펍 카페 공공야외장소 적용

■ 연령 상관 없이 적용 (유아 어린이도 인원 수 포함)

■ 적용 예외 - 학교, 직장 (사무실), 결혼식, 장례식, 단체스포츠  경기

■ 경찰 지시 / 명령 무시할 경우 ￡100 벌금

■ 재범시 두 배씩 높여 최대 ￡3,200까지 물림

  새 규정 

9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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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 게시판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주영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긴급 연락처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영국 경찰 긴급전화 : 999 (긴급)  또는 101(비긴급)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서울, 24시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대사관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2020.7.29.(수)부터 개시한다.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
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해외이주자(※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수수료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신청절차 : ① 영사민원24 접속 ( https://consul.mofa.go.kr/ )②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
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유의사항
① 여권 접수: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② 여권 수령: - 본인이 직접 대사관 창구 방문 필요
                         -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 등록말소 실시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문의: 주영대사관 : 020-7227-5500 

■코로나 19 외국인 환자 치료비 지원정책 변경 안내
우리나라는 그간 코로나 19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으나, 격리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
책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키는 정책이 8.1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주영대사관 : 020-7227-5500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 ( overseas.mofa.go.kr ) -공지사항 참조 

■주영한국교육원 주최 <영국의 한국어 특강 -비대면 화상 강의> 진행

영국 내 한국학 및 한국어를 지원하는 영국 한국교육원(원장 : 김수경)은 지난 8월 중순과 9월 첫
째주에 각각 한국어에 관한 웨비나(웹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에서 언어학
을 연구하는 조지은 교수(Prof. Jieun Kiaer)가 한국어의 역사와 변화, 한국어와 현대 문화, 한국어
가 세계 각국에 퍼져간 경로와 특이점, 한글의 창제 과정과 변혁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영국 내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성인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어를 가르
치는 교사들 및 한국어학 연구자들도 참석하였다.(사진)

강연은 2020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일 1회(60분)씩 총 
8회 진행되었으며, 모두 비대면 화상 강의로 진행되었다. 조지은 교수와 협업 연구자들이 약 45분 
내외의 강연을 제공하고, 그 후 15-20분 내외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부 강연 내용으
로는 한글 창제 원리와 언어학적 특이성, 한글이 소리를 체계적으로 내는 구성적 원리, 현대 소셜미
디어상에서 유럽 청년들에게 전파된 한국어식 화법, 한국 영화의 영어 자막 번역에서 나타난 특징 
등이 소개되었다.                                                                                            <글, 사진 제공: 영국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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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친구가 옳았어!

성실한 동포신문  

         작은 광고 한 줄에도 옳고 정확한 내용을 싣기 위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 때문에 가끔은 ‘너무 소심하다’는 핀잔도 받습니다.  

      가끔은 ‘너무 꼼꼼하다’고 귀찮아하시는 광고주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흐믓해하십니다. 

         전달하고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리안위클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역시 그 친구가 옳았다’는 

그 말을 계속 듣기 위해서 입니다. 

koweekly.co.uk

A3 Motors

A3 Motors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29.99 
Free Retest 

(Mon - Sunday)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 H-mart

← Kingston Road → 

→ A3 모터스 

A3 MOTORS
기술자 염관식
·20년 이상 경력 소유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M OT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킹스톤 캡
믿을 수 있는 24시간 캡, 공항·시내·장거리· 명품아울렛 픽업,  

학생이사·대리운전·관광가이드, 벤츠 E -Class 및 8인승 밴    
☏ 07879 4051 40 

생 활 광 고 

각종서비스  하숙·민박

미니캡 

교육·가정교사 

인벤토리 청소전문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코리안 위클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

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

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

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

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

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미소하우스 (miso house)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 석 한정식,  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 한진택배  
학생 중 소형 귀국 이사, 

창고보관 서비스 

☎ 020 8867 0001 / 07504 861 771  

◆ 런던우체국 
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

☎ 020 8569 2588  www.lpouk.com

◆ 윔 홈 케어 
보일러, 전기 전문, 안전점검 
☎ 07971 998 218  

◆ 보라여행사 
비지니스 출장 관광, 통역 서비스  

☎ 020 8241 7987/ 07771 561 954

◆ 런던건축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증명서 발급 영국표준품질

☎ 07515 738 777

◆ Pumex 범양 익스프레스
믿을수 있는 명품해외이사 
☎ 020 8946 9991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항공/해상/ 창고보관 

☎ 020 8949 6923/07940 554 685  

◆C & C 익스프레스
해외이사, 커머셜물류, 포장 서비스 

 ☎ 01483 322505 /07833 671 027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보드별 수업(AQA OCR Edexcel) IGCSE, 11+ 13+ 
Common Entrance, 학교 진도cover, 숙제 봐드림, 한국 수학 과학, 런던대 과
학교육학 석사박사, 영국 지도경험 18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영어 개인 과외
Kings College London 영문학과졸업. CELTA 자격증. 영어 A level, 

core subjects는 GCSE 까지 가능. 한국말 능통. 개인과외 및 학원강사 경험.

☎ 07947 888 203      

◆런던 아트  
포트폴리오 전문 최고 합격률 !

영국미술/디자인 대학 입시, A-Level/GCSE, 스콜라쉽, 어린이 미술반 

☎ 07874 340 245  무료 상담 

◆클래식 기타아 개인지도
런던 트리니티 음대 (클래식 기타아 전공 MA), 교육경력 25년,  전공및 취미반 

환영, ABRSM Guitar Grade 1 to 8 Music Theory - All Levels

☎ 07894 237 044/020 8949 8852   www.duoart.co.uk    

◆듀오 ART 미술교육
- 런던예술대 석사.학사 전공.졸업/25년 경력

- 포트폴리오/영국 미대 입시 및 건축과, 스콜라쉽(11+13+16+)

- A-Level/GCSE/KS3/아동미술 영재교육

☎ 07891 326 134   www.duoart.co.uk

◆ 수학 물리 과외
서울대 계산통계졸 15년 경력 A level, G CSE, 11+, 13+, IB;AP, Pre-U, 
SAT, Further math, STEP, MAT, Olympiad, 경시대회준비,대학 수학/통계  

☎ 07958 677 211    jeongtaek2@hotmail.com

◆ 플루트와 음악이론 전문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그레이드 최고 성과 수많은 장학생 배출 선생님들도 익명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 샤인 발레 (구 스페셜 발레)
- 발레교실  만 6세 이상    - '5세 기초반 발레 시작합니다'

- 전문가 지도(전 국립발레단, Professional Dancers Teaching, Diploma in 
Royal Academy of Dance)

☎ 077 92 541 846    

한영 페인트

18년 경력 실력 
한국인 직접 시공, 
주택, 아파트 전문, 
내부, 외부  페인트

견적, 상담 무료 
☎ 074 9336 3509

 joyful1030@yahoo.com.au

◆신청 방법

  - 이메일 : 광고 내용을 koweekly@koweekly.co.uk로

      보내주시고, 광고비는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세요.
       KBC Ltd / Barclays Bank
       Account No. 03656950 / Sort code : 20-46-73

  - 우편    : 광고내용과 광고비 수표를 함께 보내주세요.

                 (수표 payable to The Korean Weekly )
         - 보내실 곳 : The Korean Weekly,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광고 중단시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광고는 코리안위클리 웹사이트koweekly.co.uk에 
      지면광고도 올라갑니다.

-- 광고 게재신청, 

  수정·중단 요청은 
  우편과 이메일로 받습니다 
 

생 활 광 고   안 내 

 1회    

 2회              

 3회          

 6회 

 8회(4개월)                    

12회(6개월)     

￡15 

￡25                 

￡30

￡50 

￡65                 

￡90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수선 전문

세탁 : 의류, 이불, 커텐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K&P Motors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환 점검 
정직·성실·컴퓨터를 

사용한 고객 및 차량관리

금호타이어  전문취급점
☎ 020 8549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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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신정훈이 콕 찝어 알려주는  안 가보면 후회하는 영국      명소
덜 알려진

본지 발행인

블루베지 가이드

런던을 포함 영국에서 

가 볼 곳은 무궁무진하다.  

한국인에게 약간은 덜 알려졌으나 

영국과 세계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가치가 

상당한 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St. Pancras / King’s Cross / British Library

입장료 내지 않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곳 밀집.

19세기(호텔과 역) 20세기 (영국 

도서관) 건물과 2018년 개장한 

Coal Drops Yard* 등.

영국 최첨단 공법 적용 킹스크

로스 역 대합실과 인근 21세기 

신축 오피스 빌딩 숲과 휴식공

간은 보너스다.

영국은 물론 유럽최대 아트 디

자인 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

틴스CSM (UAL) 메인 캠퍼스

가 Regent’s Canal 운하에 닿

아 있으며 런던대학교 (UCL, 

SOAS 등)와 가깝다.

CSM 건물은 19세기 대형곡물

창고를 개조한 것으로 내부까지 

감상할 것을 강력 추천.

*Coal Drops Yard
킹스크로스 역으로 실어온 잉글랜

드 중북부산 석탄 야적/하치장였던 

곳을 ‘뜨는 건축가’ 토마스 해더윅

이 리모델링해 런던 명소로 재탄생.

기차 굴다리와 창고 그리고 대형 가

스저장탱크 등을 영국인이 21세기

들어 어떻게 보존 발전하며 창의력

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켰는지 감

상할 만하다.

옷가게 인테리어 소품점 그리고 괜

찮은 식당이 많다. 

위층에 올라가면  St. Pancras역과 

기찻길 그리고 주변 명소 전망 즐길 

수 있다. (입장료 없음)

선정 이유

▶

▶

▶

▶

▶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런던 호텔과 역
St. Pancras Renaissance London Hotel

런던 시내 북쪽 Euston Road 이용시 반드시 눈에 띄는 건물중 하나이다.
수많은 첨탑과 아치형 창문틀 그리고 오른쪽 끝편에는 76미터 높이에 
고전미 풍부한 시계탑까지 갖춘 빨간벽돌 대형건물이 눈길을 끈다. 
건축가 조지 길버트 스콧이 150년 전 1873년 Midland Grand Hotel로 지은 
빅토리안 시대(1837-1901) 고딕건축물 백미. 
문화재 보존 1급 지정건축물.
수년간 리노베이션 거쳐 현재 메리옷 그룹의 르네상스 5성급 호텔이며 

‘역의 얼굴’인 셈.
뒷편이 프랑스 벨지움 등 유럽대륙 왕복 유로스타 기차 출도착역인 
St Pancras International.
호텔 입구로 로비 지나(일반인 출입 제한 없음) 반대편 나가면 확 트임과 
동시에 유로스타 기차 나타나는 광장임.
넓직한 공간 the Meeting Place 중앙에 남녀 한 쌍이 뜨겁게 포옹하는 
9m 초대형 동상과 대형 천장시계 인상적.

영국(국립중앙)도서관 British Library  

세계 최대 도서관 중 하나. 
1,400만 권 서적 포함 2억 점 가까운 세계 희귀 기록자료 소장.
민주주의 시작을 알린 마그나카르타 (1215년 대헌장) 2권, 
성서 고대 희귀본, 레오나르도 다빈치 메모장,
비틀즈·헨델·모차르트·베오울프·제프리 초서·제인 오스틴·찰스 디킨즈· 
버지니아 울프 등 관련 문서나 자료 열람 가능.
엄청난 양의 빨간 벽돌로 지은 도서관 목적 신축 건물. 
(St Pancras Hotel과  조화 위해 고딕 스타일과 색상 적용함)
1998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개막 테이프 끊음. 
이전까지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한 부분 차지.
입장 제한 없고 열람실 일부 등 무료 원칙. (단, 특별 전시회 유료임)  
광장에 있는 큰 동상은 만유인력 중력의 신학 과학 수학자 아이작 뉴턴
이 엎드려 제도기로 뭔가를 측정하는 모습.
뉴턴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는 그의 묘비명에서 드러난다.

<Nature and nature’
s laws lay hid in 
night; God said “Let 
Newton be” and all 
was light.
대자연과 자연의 법칙
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
도다. 주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시매 모든 
것이 밝아졌도다.> 
일요일 포함 매일 개관. 
www.bl.uk

조지 길버트 스콧  
George Gilbert Scott (1811-78) 

영국 고딕 부흥양식 English Gothic Revival

(신고딕) 선구자이며 근대 가장 유명한 건축가.

대표작으로 Albert Memorial 앨버트 공 추모탑 (켄싱턴 가

든즈 위치, 로얄 앨버트홀 맞은편)과 외무부 건물 (Whitehall 

소재, 다우닝가 인접 큰 건물).

친손자 역시 유명 건축가 자일스 Giles 길버트 스콧으로 

고딕 양식에 큰 획을 그었다.

대표작은 영국 상징 디자인 빨간 전화박스(사진)와 현재 테

이트 모던 미술관의 외관 및 뼈대인 뱅크 사이드 화력발전소, 

배터시 발전소, 리버풀 대성당 등. 

런던 북쪽 교통 벨트 A501
Marylebone Rd / Euston Rd
이 도로에 런던 주요 기차 종점 (터미널)이 5곳이나 
위치한다. 
동쪽부터 King’s Cross, St Pancras Int’l, Euston, 
Marylebone, 그리고 Paddington 역.
지하철역은 서쪽부터 Edgware Rd, Baker St, 
Regent’s Park, Great Portland St, Warren St, 
Euston Square 등 6곳.
이곳 기차/지하철 역은 19세기 후반 대부분 건설.
멜리리본 로드와 유스톤 로드 동서로 이어져 있고 
런던 시내 북쪽 주요 도로 A501의 한 부분.  
하루종일 1년 내내 차 막히는 상습 교통 정체구간으로 
악명높다. 

ⓒ wikipedia.org

ⓒ marriott.com

ⓒ triposo.com

ⓒ bl.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