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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BOrMEs-lEs-
MIMOsas

절정
7회 with 이영미

노란 맥박이 뛰는	절정의 세계, 

프랑스	봄-레-미모자	마을

sIcIlIa IslaND, 
Italy

천국
8회 with 김수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천국,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lONDON,  
UNItED KINgDOM 

여유
12회 with 장기하

무심코 만나는 여유, 

영국	런던

극지

도전
9회 with 윤승철

지상의 끝에서 만나는	도전

대한민국

바람
11회 with 스윗소로우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바람을	찾아서 

BErlIN, 
gErMaNy 

통하다
10회 with 이재용 감독

One-通(원통)한 도시,

독일 베를린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HONg KONg

액션
13회	with	안선영

세상에서 가장 큰 스크린

홍콩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	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lONDON

추리
6회 with 김석훈

모두가 명탐정이 되는 도시, 

영국	런던

ParIs, FraNcE 

14회	여행의 기술
파리를 여행하는 

남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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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의 기술,
프랑스	파리	Paris, France 	

스토리텔러 이재미 — yeondu@bombaram.net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파리로 가자는 제안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 걷는 것도 운치 있을 것 같고

휴대폰보다는 책을 가까이할 것만 같고

그간 잊고 있던 감성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파리로 가자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나름대로 여행의 로망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파리의 명소만 보고 와도 좋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든 간에,

보다 나은 여행을 위해 여행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파리라는 프레임에 단계별로 접근하는 여행의 기술을 소개해본다.

<손미나의	여행사전>	14회	파리,	여행의	기술편은	비자카드와	함께	합니다.	www.visakorea.com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고정게스트 바닐라맨 감독 이예결 대본	윤선예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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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톤로드

구룡반도

홍콩섬

리펄스 베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HONG KONG
홍콩

레 꼬꼬뜨

오랑주리 

뮤지엄

포숑

호텔

레지나 파리

세
느

강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

카페드피어

철학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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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스케줄 보드에 PARIS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물리적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제는 프랑스보다는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파리라면. 파리에서. 파리처럼.

설레는 가슴 달래느라 커피 한잔과 르 몽드Le Monde 매거진을 훑어보며 

어디를 갈지 떠올렸다. 

그리고 살짝 두꺼운 옷가지는 인천 공항 코트룸에 맡겨두고, 

파리로 향한다. 

진짜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부터다.

파리를	보다 Découvrir Paris

ⓒ 

홍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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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er’S tip

공항	출국	전	두	시간.	무얼	할까?

		파리	날씨에	맞지	않는	외투는	공항에	맡기기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이라면	동반자	1인과	함께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1인당 1벌. 5일 기준이고, 5일 초과 시에 1인 1일당 2,500원 이용료를 회원이 부담하는 것도 기억하자.

+  주소: 여객터미널 일반구역 3층 동편 한진택배 공항센터

		공항에서	조용히	커피	마시고	싶다면	교통센터로

여객터미널이 복잡하다면 교통센터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이 여행 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자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은	덤이다.

+  주소: 교통센터 일반구역 지하 1층 서편

공항	내	서비스	참여	매장에서	당일	항공권을	제시하고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자.	

https://www.visa-asia.com/premium/signature/kr/includes/uploads/kr13_premium_service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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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
어
때 

앱

14시간 만에 도착한 파리는 그 명성에 맞게 여행자를 맞이한다. 올려다본 하늘은 기가 막히게 예술적이

고 고소한 향이 넘쳐 흐르는 동네 빵집, 지하철로 다니기 아쉬워 몇 시간씩 거닐던 센 강 다리까지. 포숑

을 지나 마들렌을 산책하는 길에도 포숑 마카롱을 손에 놓지 않았고, 줄을 서지 않는다면 행운이라고 여

겨지는 레 꼬꼬뜨Les Cocottes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쉐프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쉐프의 

앞치마 길이가 길수록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쉐프의 앞치마 길이가 더 길어지길 

바래본다.

Storyteller’S tip

손에	올려두면,	액세서리로	보이는	곱디고운	포숑Fauchon	마카롱

비자카드로 100유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또는 포숑에 오리지널 가방을 받을 수 

있고, 150유로 이상 구매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주소: 30, 24-26 place de la Madeleine, 75008

+	 홈페이지: www.fau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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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헉헉. 숨이 막혀온다. 에펠탑은 해가 진 후 새벽 1시까지 매시 정각에 10분간 불이 켜진다. 그

러니 지금 달리지 않으면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샤요 궁Palais de Chaillot까지 3분…, 2분…, 1분. 영화

처럼 딱 맞춰 도착한 11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낼 시간 없이 2만 개의 조명이 비춰온다. 에펠탑 조

명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등으로 매월 바뀌는데 이날은 운이 좋게도 에펠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노란색 조명이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 기분 좋은 떨림이 누군가에 닿길 바라며 santé!를 외

치며 건배!

Storyteller’S tip

르크루제와	같은	Staub	냄비에	담겨	나오는	캐주얼	레스토랑	레	꼬꼬뜨Les	Cocottes

비자카드로 메인디쉬 1품과 디저트 1품을 주문한다면, 레 꼬꼬뜨에서 준비한 식전주

를 음미할 수 있다.

+	 주소: 135 rue Saint Dominique, 75007

+	 홈페이지: www.maisonconstant.com/les-coco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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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두
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여행지가 품은 역사와 문화의 색깔을 경험해야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

다. 이번만큼은 파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좀더 파리의 문화에 가까이 가보자.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파리답게 해보자. 호텔 근처의 꽃집에서 튤립을 사고,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보고,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파리를 즐기기에 하루 해가 너무도 짧다.

Storyteller’S tip

오르세	미술관,	튈트리	정원	등	호텔	레지나	파리Hotel	Regina	Paris	창	밖으로	즐길	거리가	

한눈에	보인다.

비자카드로 특별 숙박 요금과 룸 업그레이드, VIP 웰컴 기프트, 아침 식사까지 무려 

네 가지 이상의 혜택은 일반 고객에게 미안할 정도다.

+	 주소: 2 place des Pyramides, 75001

+	 홈페이지: www.regina-hotel.com

파리를	즐기다 S’amuser à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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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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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 놓은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Le Musee du Parfum에서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이곳은 1962년에 세워진 향수 회사로 5,000년에 이르는 향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1983년에 설

립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저택을 박물관으로 개조했다고 하니 실내장식 자체가 박물관 수준이다. 이곳은 

프라고나르의 살롱이기도 하고, 미래의 조향사를 준비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오뜨 뚜왈렛 프로그램

에서 2013년 올해의 꽃인 은방울꽃으로 추출한 3개의 재료로 향수를 만들어봤다. 은방울꽃은 작고 하얀 

꽃으로 소박하지만, 행운을 가져다주는 꽃으로 프랑스에는 매해 5월 1일에 이 꽃을 선물한다.

Storyteller’S tip

나만의	향수	만들기와	시대별	향수병을	구경할	수	있는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Le	Musee	du	Parfum

비자카드로 Perfummer’s Apprentice - cologne코스를 수강하면 에이프런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	 주소: 9 rue Scribe, 75009

+	 홈페이지: www.fragon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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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이 아니라 오래 전 파리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파리만의 색채와 숨

결이 살아 숨쉬는 오랑주리 뮤지엄Musee de I’Oranderie으로 향했다. 외관의 통유리는 마치 온실처럼 보이는

데 본래 이곳은 튈트리 정원 안의 식물원이었다고 한다. 모네의 연작 <수련>을 전시할 목적으로 건물 개

조공사를 한 뒤 다시 문을 열었다. 1층에는 <수련> 연작, <해질녘>과 <해뜰녁>이 2개의 타원형 방 둥근 벽

에 전시되고 있다. 오랑주리 뮤지엄은 오후 5시 이후에 가는 걸 추천한다.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전

시실에서 빛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물결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 찬란했던 파리

의 빛을 관람할 수 있다. 작품을 마음 속 뿐만 아니라 여행가방에도 담아오고 싶다면, 오랑주리 뮤지엄샵

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수련>이 그려진 우산을 추천한다.

Storyteller’S tip

파리의	인상파	작품을	손으로	느껴보는	오랑주리	미술관Musee	de	I’Oranderie	뮤지엄	샵

비자카드로 뮤지엄 샵에 비치된 물품은 10% 할인, 관련 도서는 5% 할인 받을 수

있다.

+	 주소: Jarden des Tuileries, 75001

+	 홈페이지: www.musee-orangeri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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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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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의 감성을 사로잡는 파리의 흡입력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이 담긴 흔적들을 보려고 

해마다 전 세계의 낯선 이들이 열병을 앓는 이유는 무엇일까?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이 중 

무엇이 파리, 센 강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게 했을까?

‘위대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자존심.

아마도 이곳을 가득 메운 ‘프랑스의 지성’ 그것 때문일 것이다.

파리를	사유하다 Savourer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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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프랑스의 문화, 예술, 철학을 꽃피울 수 있었던 지성의 산실 ‘살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랑주리 뮤지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근대의 문화와 예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상주의도 파리의 살롱에서 꽃을 피웠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상징문화의 리더인 ‘말라르메’가 있었다. 

화요일 저녁마다 파리에 있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열린 유명한 모임에는 인상주의의 대표 예술가 고갱, 

모네, 마네 같은 화가들과 문인으로는 베를렌느, 발레리, 프루스트 같은 거장들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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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rogo sum: Je pense donc je suis)”라고 한 철학자 데카르트

의 명제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통용

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말이 없는 것은 할 말이 없고, 논리적 사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프랑스의 지성은 오늘날 파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모여 하나의 주제

로 토론하는 철학 카페Café de Phare에 있노라면 지금도 예술과 문화, 지성을 꽃피우기 위해 사유하는 파

리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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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유하는 것이야 말로 파리의 깊은 매력이 아닐까? 

파리의 철학 카페에서 앉아 생생한 토론의 열기를 느끼고, 차를 마셔보자.

Storyteller’S tip

파리의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모이는	철학	카페Café des Phares

+	 주소: 7 Rue de la Bastille, 75004

파리,	여행의	기술

파리를 보다.  파리를 즐기다.  파리를 사유하다.

손미나의 여행사전이 경험한 파리, 여행의 기술은 비자카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프랑스 스페셜 가이드>의 유효기간은 201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우대 혜택 서비스는 한국 내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로 결제 시만 유효하고,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셔서 각 가맹점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해외 여행의 필수품, 비자카드로 나만의 여행의 기술을 만들어보세요.

http://www.visakorea.com/ap/kr/personal/offers/include/Visa_France_Guide_2013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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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현	씨는	이름처럼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는	<바닐라향	마닐라>,	<서울	동경>,	<설렘	from	CHINA>	등	

3권의	여행	포토에세이를	냈지만,	‘여행작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여행의	정보가	아닌	느낌을	공유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행지의	랜드마크는	사진에	담지	않아요.	제	모습이	담긴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요.	오

히려	세상	어디에나	있는	뒷골목과	거리의	내면을	세심하게	관찰하죠.	서울의	도심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사막

에서	보는	태양,	지중해에서	만나는	태양은	전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돌멩이라

도	익숙한	동네에서	보는	것과	낯선	땅에서	마주친	돌멩이는	표정이	전혀	다르고,	놀이공원에서	만나는	아이

의	웃음과	크로아티아	뒷골목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만나

는	‘설렘’을	담고	싶어	여행을	떠나죠.”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이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여행지에

서	만나는	‘낯선	설렘’은	그가	만드는	이야기의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디지털 광고회사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감성현 씨는 작가의 삶을 선택하고 온

전히 집중하기 위해 석 달 전 직장을 그만 뒀다. 연극을 했던 고교시절부터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플래셔로, 웹기획자로, 콘텐츠 디렉터로, 여행 포토에세이를 쓰는 작가로, 작사가로 다양한 이력을 쌓아오

는 동안 그가 꾸준히 놓지 않고 집중해온 것은, ‘스토리 디렉터(Story Director)’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

를 매력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일이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막히고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점점 더 먼 곳, 더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

고, 그곳에서 만난 설렘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하기 전에 먼저 여행의 테마를 분명하게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여행의 목적과 취향

에 따라 여정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의 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혹은 여행을 마치고 여행을 기록

하지만, 감성현 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만의 여행가이드북 한 권을 완벽하게 편집해서 가지고 간다. 내가 

원하는 테마와 여행지에 대한 자료를 책과 잡지, TV프로그램 등의 영상물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다녀온 사람

들을 꼼꼼하게 취재해서, 내 여행의 편집자가 되어 가상 여행을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 상세하게 나만의 

여행책을 만든다. 이렇게 편집된 여행 책을 스마트폰에 담아 여행지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면 정보 측면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감성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낯선 설렘 감성현      

짐은 버리고 감성은 채우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여행의	기술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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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여행’은 그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다. 그는 여행을 할 때 캐리어를 끌고 가지 않는다. 버리고 와도 

좋은 낡은 옷과, 양말을 신지 않아도 좋은 슬리퍼나 샌들로 여행 배낭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력을 

비축한다. 클러빙이나 파티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스스로 기념촬

영을 하지 않고, 작은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실마리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금은 초라한 

모습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는 여행의 섬세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일종의 객원 작가 시스템으로 함께 할 <낯선 설렘>이라는 

감성 로드 포토 에세이 시리즈와 “영화의 해피엔딩 후에도 주인공들의 삶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

는 의문에서 출발한 <영화후愛>라는 앱북, 카카오페이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여행 정보는 너무나 빠르

게 변하기 때문에 IT기술을 연동해 해결하고, 세상의 모든 거리에서 만난 낯선 설렘과 감성을 나누며 가슴을 

적시는 여행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여행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여행의 기술’이다. 

감성현 씨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은 3권의 여행 포토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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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설렘이	제안하는
	

무브꺼리		

1. 일상의 실마리로 이야기 만들기 놀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사물과 스쳐 지나는 인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순간의 작은 

실마리를 잡으면 드러나지 않은 사연들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음악을 들을 때도 자연스럽

게 영상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즐겁다.

2. 자전거 타고 먼 골목까지 탐험하기

차를 팔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걸어서는 지쳐서 갈 수 없는 비교적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차

로는 갈 수 없는 좁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볼 수 있어 즐겁다.

3. 나만의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여행지가 정해지면 책과 인터넷, 가본 사람들을 통해 자료조사를 하고, 나만의 여행 가

이드북을 꼼꼼하게 편집한다. 가이드북을 만드는 동안 방안에서 가상여행을 떠나는 기

분이 묘하다. 이렇게 만든 가이드북을 스마트폰에 담아 현지에서 체험으로 확인한다.

4. 생각도 물건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기	

주변환경을 수시로 정리정돈해주면 쓸데없는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 대신 인생의 소중

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을 찍고 디지털 파일로 정리한 뒤에 버린다. 가끔 파일을 

열어 보면 잊고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진다.

5. 음악과 영화, 숨은 보석 찾아 공유하기	

영화를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공감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미디어가 전면에 진열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숨은 걸작을 찾

으려면 음반 전체를 다 들어보고 좋은 곡을 찾아 내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감성현이 추천하는 숨은 보석

<Sweet Love> by 어쿠스틱 콜라보 (직접 작사한 곡) <작은배> by 스타러브피쉬

<Floral Rain> by 테테  <Yeh Jism Hai To Kya> by Ali Azmat (인도곡)

<Lost In Paradise> by Joanna Wang (대만 재즈 가수) <Un Senso> by Vasco Rossi  (이탈리아밴드) 

<A Perfect Sonnet> by Bright Eyes  <La Belle Dame Sans Regrets> by Chris Botti  

<Fool For You> by Du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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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단순히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을 여행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행선지를 

고르기 위해 고심했던 순간과 짐을 싸면서 느끼는 설렘을 설명하기 어렵다. 여행의 끝을 집으로 돌아온 

순간으로 보는 것도 어쩌면 안일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여행지에서 보고 느꼈던 감상을 털어

놓을 때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사진의 이면을 추억할 때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되는 감상을 이미 끝을 맺어버린 추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여행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더 나아가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로. 

Muse 

여행의	시작과	끝,	여행의	기술		
스토리텔러 김정예 —puri@bombar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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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이 희미한 이유

시작과 끝이 분명할수록 혼돈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사건과 

사고의 대부분은 아니, 전부는 끝도 시작도 희미하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분명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애

정도 그것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불안하고 괴롭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과 그 사랑이 

끝나 미움으로 변하는 순간을 셀로판테이프처럼 똑똑 끊어낼 수 있다면 적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이

리저리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분명해질 텐데. 결국, 시작과 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귀

결됨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감정이 시간을 지배할 때

사람이 특정한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면 시간은 무의미하다. 사랑의 감정에 취해 있을 때, 시침은 무한

히 회전할 기세로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는 달력 한 장의 무게

가 천금처럼 무거워져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다.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분절하기 위해 인류가 애

써 만들어 온 문명의 잣대가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세상은 문명의 시간

을 따르며 째깍째깍 흘러가고, 사람은 감정의 시간을 따라 제멋대로 흘러갈 때 시작과 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의될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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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식으면 기술이 시작된다  

문명의 시간과 감정의 시간이 엇박자로 흘러가는 동안은 지금 나의 위치가 시작에 가까운지 끝에 가까

운지 짐작할 수 없다. 점차 두 개의 시간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 혈관을 뜨겁게 했던 감정도 제 온도를 

찾는다. 그러다 문득 바뀌어버린 계절과 변해버린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을 때 예전과는 달리 

성숙해진 자신과 마주한다. 감정의 시간을 격렬하게 견뎌낸 사람일수록 성숙의 깊이는 더욱 심오하다. 

기술될 수 없다면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심장을 괴롭혔던 사랑의 감정을 기술할 수 있을 때,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분노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과 끝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마냥 웃음이 나오고 여행지에 대한 그

리움에 가득 차 있다면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여행의 감정이 문명의 시간으로 서서히 편입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술되기 시작할 때 여행은 끝을 향해 나아간다.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을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기술해 볼 것을 권한다. 만약 당신이  감상에 젖어 여행의 기술을 지속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여행은 끝도 시작도 말할 수 없다. 오랜 시간 지리멸렬하게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

다면 차분히 시작과 끝을 더듬으며 기술해 보자. 반면,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을 때는 모호한 

감정을 속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분명한 기록에서 멀리 내쫓아 보자. 기술할 것인가? 남겨둘 것인가? 끝

을 낼 것인가? 미완의 상태로 둘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추억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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