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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골든에 세계에서 가장 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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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키산맥의 관문이자 비씨주 최동편에 위치한 도시인 골든은 약 4천
명의 인구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도시이다.
하지만 이 작은 도시에 세계 최대의 크기를 지닌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
재된 명물이 등장했다.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사는 골든에 위치한 한 “보트용 노(paddle/oar)”
가 손을 사용하여 젓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로 선정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골든은 이미 시내의 Eagle’s Eye 레스토랑에 있는 한 의자가 캐나다에
서 가장 높은 크기를 지닌 bar stool로 공인된 바 있지만 세계최고의 것

1 of 3

2014-09-02, 8:46 AM

캐나다 익스프레스 > 캐나다 뉴스 > 비씨주 골든에 세계에서 가장 ...

http://www.koreana.ca/skin/board/news/print.php?bo_table=ma...

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해당 노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노에 비해서 13배나 큰 이 노는 높이가 2.8
미터, 길이가 18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2,400킬로그램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 사이즈를 자랑한다.
이 노는 골든시에서 약 26킬로미터 떨어진 하이웨이 95번 노상에 있는
한 농장에 위치해 있다.
농장의 주인인 마크 기스데일씨는 야생동물 체험전문 관광업체인 Colu
mbia Wetlands Adventure의 사장이기도 하다.
기스데일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할 좋은 대상을 생각하던 종 대형
노를 만들 계획을 갖게 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최대의 노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크
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검색한 끝에 세계 최대의 노를 만들게 됐다”고
언급했다.
기스데일씨는 일년 전에 데이브 스톤하우스씨를 고용하여 노를 제작하
도록 위임했다.
제작을 위해 레드 세다 나무가 사용됐으며 노에는 광택을 입힌 베니어
판이 덮여졌다.
총 10일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노는 지난해 11월에 농장 입구에
설치됐으며 그 이후로 많은 고속도로 관광객들이 노를 배경으로 사진
을 찍기 위해 발길을 멈출 정도로 기스데일씨의 홍보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kpemberton@vancouversu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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