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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칠

전 담양 관

방제림 옆에 자

리한 담양담빛창고

에 다녀왔다 지난 2015

년 가을 문을 연 이곳은 옛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한 곳이

다 창고라는 공간을 절묘하게

활용한 공간은 높은 층고를 그대로

살려갤러리와카페로다시태어났다

19601970년대즈음지어진것으로

추정되는 남송창고는 정부 양곡을 보

관하던공간이었지만국가수매제도가변

하면서활용도가떨어져 10년간방치돼왔

었다

파란 지붕을 이고 있는 붉은 벽돌 건물에

한자로새겨진 南松倉庫 글씨가세월의무

게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라질 뻔한 공간이

예술의옷을입고다시우리에게다가왔다

보성은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뗄 수 없는

고장이다벌교읍태백산맥문학거리에서만

난 보성여관은세월의흔적을그대로담은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태백산맥에 등장

하는 남도여관의모델이된곳이다

1935년 문을 연 보성여관은 리모델

링을 거쳐 지금도 여행객들이 지친 몸

을쉬는공간으로사용되고있다 입

구에자리한찻집에들어서면1930

년대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

웠을것같은생각이든다

지난 2년간 진행한

광주 시간속을걷

다를 통해 많

은 공간

을

만났다광주를거닐다보니

자연스레전남지역에는어떤공간들이있고 어

떤이야기들이담겨있을까궁금해졌다

광주 시간 속을 걷다의 시즌 ∥ 성격으로

계속되는 남도 시간 속을 걷다는 광주를 제외

한전남지역이곳저곳을찾아이야기를캐낼생

각이다 기회가 닿으면 전북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있을듯하다

100년 역사를자랑하는해남해창주조장에서

는서민들의오랜벗인술만드는과정을들을것

이며 1953년 조성된 신안 증도 태평염전에서는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염

전의오랜역사를더듬어본다

등록문화재 제44호인 나주 노안성당도 많은

이야기를품고있다 나주시노안면이슬촌길노

안성당은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미국 시

사주간지 타임지에실렸던사연이인상적이다

625 전쟁당시북한군인들이성당에불을지르

려했지만언덕위로보이는성당이붉게타오르

는것처럼보여그냥돌아갔다는이야기다 노안

성당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슬촌 산타마을 크리스마스 축제

는또다른볼거리다

100년역사를담고있는해남유선여관이야기

도흥미롭다 당초대흥사를찾는신도나수도승

들의 객사로 쓰이다 40년전부터 여관으로 운영

되는 유선여관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

기를통해사람들에게많이알려지기도했다또

국악인들이 산공부를 하거나 소리판을 벌였던

공간이자 천년학 장군의아들등영화에도많

이등장한곳이다

목포의눈물로유명한이난영의흔적을찾는

여정도이어진다 해방직후부터운영되던 목포

악기사는이난영과밀접한인연을갖고있는공

간이다 1969년 악기점 주인인 고(故) 박오주씨

가 사재를 털어 유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

비 목포의눈물을세웠고이난영탄생 100주년

이었던 지난해에는 대규모 사진 전시회와 음악

회가여는 등지속적으로이난영 추모 사업을

진 행

하고있다

한국을 대표하

는 추상화가 김환기

의 흔적이담긴신안읍동

마을도 찾아가본다 최근 그

림 경매에서 국내 최고가를 계

속 경신하고 있는 김 작가의 생가

와 마을 구석구석을 거닐며 그의 향

취에취해본다

각지역의오래된맛집도둘러볼예정

이다 빵집 순례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요즘이다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광주

궁전제과처럼 각 지역에는 대표 빵집이 있

다 순천에선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빵

집 화월당이 눈에 띈다 3대가 이어오고 있

는화월당에들러빵굽는이야기를들어본다

진도 군민들이면 누구나 추억 하나쯤 갖고

있는 그냥경양식의돈까스와비후까스의맛

은또어떨지군침이돈다

지난 2년에이어다시한번 시간의보물창

고를 열어본다 예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발로 더듬을 이번 시리즈에서

만나는 곳들은 취재진부터도 처음 접하는

곳들이라기대가된다

앞으로이어지는여정은독자와함께

만들어가는여정이다 조금은먼나들

이가 될 수도 있는 터라 주변의 또

다른 공간들까지 함께 둘러보면

근사한 하루 여행이 되지 않

을까

이제남도로떠나는시

간여행이시작된다

김미은기자

mekim@

전라도구석구석

근사한시간여행떠나요

100년의 역사해남유선여관

625때 북 공격피한나주노안성당

화가김환기생가신안읍동마을

80년 된 빵집순천화월당

주조장염전진도 경양식

등록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나주노안성당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

해창주조장

1969년 목포 유달산에 세운

목포의눈물노래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 문학거리에

자리한 보성여관의찻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