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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여름은 컬러풀하다 갈대숲은 초록

빛으로가득하고국가정원엔온갖종류의꽃들

이 파스텔톤 매력으로 시선을 잡는다 밤에도

화려한 조명이 켜진다 화려함에 끌린다면 올

여름순천이제격이다

아직안가봤니순천만정원?순천만국가

정원은 한국관광공사와 SKT가 공동으로 광역

지자체별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철(7월8월)

관광지에이름을올린전남대표관광지다

여름철 정원은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온갖

종류의나무들이짙은녹음과파릇파릇한초록

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녹색만 있는

건 아니다 분명한 색깔로 시선을 끄는 꽃들이

널렸다 장미꽃향기는여름무더위에도시들지

않고코끝을자극한다 국가정원내호수정원은

물빛을머금은푸르름으로청량감을안긴다

밤에도 물빛축제가 열려 은근한 조명을 따

라 거닐만하다 대표적 힐링명소를 찾은 방문

객만 300만명에이른다

걸어봤니 순천만?여름철순천만을거닐

어본 적 있는가 온통 초록빛이다 초록빛 바다

한가운데서있는듯한착각에빠질정도다 무진

교다리는초록빛바다로이어진다 초록물결이

발을간지럽히는다리를내려가한발씩내딛으

면푸른갈대가밀려들며온몸을감싼다

김승옥은 무진기행에서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게 아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

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

는것이다고썼다

온통푸른빛에놀란가슴을진정시키는건고

물고물움직이는생명체 칠게 농게 짱뚱어다

천천히흘러가는시간을느끼기에는제격인곳

이다 용산전망대는순천만일몰 S라인을그리

며도는습지를온전히볼수있는포인트다

보는 재미도 쏠쏠순천 드라마촬영장은

국내최대규모드라마영화촬영장이다 1960

년1980년대판자촌과골목으로꾸며졌다촬

영장은 순천읍내 풍경과 서울변두리 언덕에

자리한 봉천동 달동네 세트장을 접할 수 있다

어른들에겐그시절의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당시 사람살이를 짐작할 수 있는

소품들이 적지 않다 교복을 빌려입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는 것은 필수다 달고나

등 추억의 과자를 SNS에 올리는 것도 해볼만

하다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9월 2일까지 개

장시간을오후 8시로늦췄다

이외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철도문화마

을 기독교역사박물관등은외지인들에게비교

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둘러봐야할 순천 명

소라는게토박이들귀뜸이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고연석(77) 할머니는 언젠가 좋

은 날이 오더라는 책에서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인생을 솔

직하게써냈다큰아버지댁에서자

란 얘기 초등학교 졸업 무렵 625

전쟁이 나 중학교 대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열일곱 살에 천석꾼

부잣집 구례로 시집간 내용 언젠

가는좋은날이오겠지라는생각에밤낮으로농사도지어

가면서살다가도여섯살딸이아플때만큼힘들었던때가

없었다는고백에는영화 국제시장의주인공덕수이야기

가담겼고그시절아버지어머니의이야기가읽혀졌다

고씨는 글 마지막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열심히

살다보면다해결이되는것이니너무스트레스받지말고

항상건강조심하면서잘살았으면좋겠다고썼다

고씨 뿐 아니다 순천시가 출간한 굽이굽이 고개 넘어

만난행복에담긴 70명어르신들의살아온인생순간순간

은교훈을주는하나의역사였다

굽이굽이2는 순천시가 오벽지 마을에서 일생을 지

낸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지난

2015년전국최초로시작한뒤올해로두번째다

순천시는격변기를살아오며체득한어르신들의지혜를

후손에게 전달하는매개체 역할을 하고 참가 노인들에게

도활기를불어넣어줄것이라는기대감을담아엮어냈다

올해는오벽지뿐아니라동지역으로범위를넓혔다

막노동해서산집 연금통장을받아들고엉엉울었던

기억 감나무에달린남편사랑 나는평생을바다사나

이로 살았다 등은 보릿고개 625전쟁 군사독재 산업화

등수많은우여곡절을웃음과눈물로보낸 7080년인생

이담겨있다힘겨웠지만 고통이 아닌 그 시절들을겪으

면서 단단해지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됐다는 회고

를엿볼수있다

조충훈순천시장도 토닥토닥 등을두드려주는 부모님

을생각나게한다고했다

순천시는 최근 이름 없는 개인의 일생도 역사라는 취

지에서출판기념회를갖고전국지자체에발송 인생행복

매개체역할을할수있도록돕기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초록빛색깔여행마음까지물들겠네

여름꽃만발 순천만정원

푸른 갈대넘실대는 순천만

보는재미쏠쏠 드라마세트장

순천만정원낮(왼쪽)과밤

70명 어르신들 生의歷史

市 굽이굽이고개넘어만난행복2 출간

순천시가최근어르신들의인생을책으로엮어낸출판기

념회를 열었다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표현한 70명의

어르신들이한자리에모였다 순천시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