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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동네다. 다양한 볼거리들이 각자 개성 있게 어우러져 

있는 것도 좋고 서로 마침맞게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여기 저기 다닐 수 있는 것도 맘에 

든다. 코스만 잘 짜고 여력만 된다면 교보문고부터 경복궁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아쉬

운 것은 어디 한곳 ‘여기’라고 할 만한 편하게 찾을 맛집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지인 추천으로 간  곳을 앞으로 자주 찾을 것 같다. 바로 광화문 지하철 역 앞 일

민 미술관 일층 ‘카페 이마’다.

●● 들어서면 천장이 높고 테이블 사이가 널찍하니 여유롭다. 식사 메뉴로 함박스테이

크와 샌드위치가 있는데 보통 함박스테이크를 많이 먹는다. 시금치를 좋아해서 시금치 

크림소스가 얹어진 함박스테이크를 망설임 없이 골랐다. 익힌 시금치가 통째로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림소스와 갈아져 나와 예상과는 달랐지만 두툼한 함박스테이크랑 잘 어울린

다. 셋이 따로 시켜 내거 남거 한 조각씩 맛보는데 오리지널 소스, 수북한 토마토소스 모

두 나름대로 맛있다. 광화문 한복판 ‘폼 나는’ 곳에서 편안히 먹었는데 가격은 부담스럽

지 않아 더 좋다. 평소 디저트는 즐기지 않는 편인데 여기 와플은 꼭 먹어야 한대서 아메

리카노와 함께 시켜본다. 찐득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두 스쿱과 생크림이 얹어진 와플, 

대접 크기의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다시 수다 삼매경이다.

●●● 간만에 만나면 수다로 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과 근황을 쏟아낸다. 서로의 이야

기에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다보면 늘 시간이 아쉽다. 그래도 오늘은 만나면 늘 

반가운 사람들 덕에 좋고, 내가 좋아하는 광화문에 새로운 맛집까지 알게 되어 더 흐뭇

한 날이다.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 옆 서울 도서관도 들려야겠다. 그리고 여기, 따뜻한 카페 이마에서 한숨 돌리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 식사하면 바로 1시간은 무료 주차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볼거리 많은 동네, 
광화문에서 만난 
함박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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