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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역시장중간쯤에위치한플랫폼나무팔레트가테이블벤치처럼놓여있어사진찍기좋은장소다

온고지신 플레이스핫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익

히고나아가새것을깨친다는의미

다 1913 송정역시장의 오늘을한

마디로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말이있을까?

1913과 송정역이라는 이름이 시장의 과거와 오늘

을담고있다 1913은 이곳의역사를말한다 1913년부

터터를잡고있던시장의옛이름은 매일송정역전시장

이다 많은이들로분주했던시장은세월의흐름속에서

쇠락한 전통시장이 됐었다 옛것이 되어버린 장소에 옛

향취는 남아있었다 사람들 발길이 끊어진 이곳에 청년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현대의 감각으로 시장이 깨

어나기시작했다

정부기업 지자체가합작으로온고지신을실현하면서

과거와현재가조화를이룬문화감수성의무대가탄생했

고잊혀져가던전통시장의영화를되살렸다

여기에 송정역이라는현재가이곳에또다른생명을

불어넣었다 1913 송정역시장에서길만건너면광주송

정역이 있다 개장 이후 때마침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

면서전국많은이들의발길이닿게됐고 이곳은입소문

을타고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등극했다

특히 밤의 풍경이 유명하다 시장 입구를 가로지르는

등불과 고즈넉한 골목 분위기가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

한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먹고 사고 사진 찍는재미가

가득한 곳 해가 진 뒤 또 다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1913송정역시장을 200%즐기기꿀팁을소개한다

입으로즐긴다온갖먹을거리들

1913송정역시장은 주로 젊은 층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수제어묵 고로케와꽈배기 식빵 호떡 쌀로만든

베이글 수제 초코파이 양갱 등 간식거리가 넘친다 계

란밥과보리밥 국수 세계양산라면집등분식류도있고

독일식족발과수제맥주전과막걸리수제밀맥주와특

징있는안주도즐길수있다

기존 상인 점포에서는 식사류와 길거리 음식을 주로

판다 국물 진한 시장국밥과 생태탕 직접 뽑은 면으로

요리한잔치콩물국수가사람들의배를채운다 닭밝볶

음을 안주 삼아 술한잔 할 수 있다 시장통닭과 닭강정

생과일주스와 식혜 건강 차 등 즉석 음료도 추천! 시장

을조금벗어나면전국적으로유명한 달콤고소한 떡갈

비를맛볼수있다 시장 5분거리에는송정떡갈비거리

와동남아음식거리가있다

없는것빼고다있다정통장보기

관광객들을 발길을 잡는 하나의 문화 장소가 됐지만

시장은시장이다 장보기의재미를빼놓으면안된다 먹

을거리장보는데안성맞춤인 1913송정역시장이다 전

라도표 농수산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고추 마늘부

터과일굴비가게 식육점 여기에장흥표고 무산김등

친환경농산물과김부각 과일말랭이 수제과일청등건

강까지더한먹을거리도있다 미숫가루 콩가루 고춧가

루와결명자옥수수둥굴레등다양한차와참기름 들

기름도 골라 사는 재미가 있다 시장 속 특별 아이템도

눈길을 끈다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담아낸 팬시용

품은선물용으로인기가많다

핫플레이스에서는인증샷이필수

긴말이 필요 없다 굳이 말로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폼나는인증샷을남겨보자추억을담은예쁜사진

을 남길 수 있는 장소들을 놓치지 말자 이곳에 왔다면

그냥지나칠수없는곳이있다누가이야기하지않아도

알아서카메라를들게되는시장대표얼굴 입구 1913

송정역시장예쁜글자와바로옆시계탑을담아사진을

찍어보자 특히밤에는각글자마다노란불빛이들어와

더운치있다 시장중간쯤플랫폼도 강추하는 장소다

가끔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나무 팔레트가 테이블

벤치처럼 놓여 있어 앉아서 사진 찍기 좋다 옛 목욕탕

건물을 개조해 만든 수제 밀맥주집 창틀은 인증샷 최고

인기장소다 덤으로알려주는인증샷팁! 시장바닥에는

각상가건물이세워진연도가박혀있다바닥의숫자를

쫓는재미가쏠쏠하다 각자에게의미있는해와일치하

는연도가있다면슬쩍발을들이밀고사진을남겨보자

▲월봉서원으로역사여행

먹고 사고 찍느라 훌쩍 시간이 지나간다 역사의 분

주함과시장의소란함이어우러진 1913송정역시장나들

이로만 아쉽다면 발길을 옮겨보자 시장 분위기와는 다

른고요함속에서느껴보는광주광산구의또다른매력

월봉서원이있다

광산동에 있는 월봉서원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고봉

선생사후 1578년낙암(樂庵)에 세워진이후임진왜란과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어졌다가 1941년 현 위

치에빙월당(氷月堂)을 새로지었다빙월당은시지정기

념물 제9호이다 1978년부터 사당장판각내외삼문을

건립해 1991년준공되었다 매년춘추향제를지내며다

양한교육문화프로그램이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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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어묵독일식족발등온갖먹거리

전라도특산물사투리팬시용품도

몽환적등불아래공연밤엔 더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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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송정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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